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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추세에 따라 이를 다루는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으며, 방위사업 분야에 있어서도 민간분야와의 교류로 인해 상호 전문용어들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전문용어는 특정 기술을 규정하고 기술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군, 산, 학, 연은 

표준화된 전문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의 분야에서 각자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발간물과 업무 관련 규정들을 생산

하였으나 이들 자료에 수록된 용어들을 집대성하는 용어사전이 없어 업무수행에 다소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방위사업 용어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국립국어원과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서 순화된 용어사용을 강조하여 

왔으나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약 5,000여 개의 방위사업 관련 표제어를 선정하여 최초의 「방위사업  

용어사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 발간되는 사전은 사용자들이 웹 환경에서 방위사업 전문용어를 손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였으며, 모바일 환경을 위한 「칼라딕 

사전」을 추가하여 휴대전화에서도 용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간사



●  방위사업청은 이번 초판 발간과 더불어 방위사업 분야의 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본 사전의 발간 사업에 참여하신 편집위원, 감수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사전이 방위사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방위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12월

방위사업청장 이  용  걸   
         



구 성  이 사전은 용어 해설, 약어, 숫자와 영한 색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약 5,000개

의 방위사업관련 용어를 수록하고 있다.

용어 선정  표제어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분야, 학계,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용어에 대해 Janes, DTiMS Query Log, 국방과학기술용어, 방위사업청 

부서별 업무지침서 등을 기초로 작성 하였으며, 가급적 방위사업 관련 업무

수행 및 이해에 필요한 용어를 우선으로 선정하였다.

제시 방법 (1) 용어 해설

	 	용어해설은	‘표제어(한자	또는	원어)·분야표시·원어·해설·동의어’의	순으

로	제시하였다.

 (2) 표제어

	 ①		표제어는	우리말,	외래어	또는	로마자의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로	구성하

였다.

	 ②	표제어에	포함된	숫자	및	로마자는	한글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표제어가	우리말이면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외래어는	원래의	언어

에서	띄어	쓴	말은	띄어	쓰고,	로마자의	이니셜로	이루어진	단어는	관례에	

따랐다.

	 ④		표제어는	한글,	로마자,	숫자	순으로	배열하였다.	배열	시	모든	문자의	띄어

쓰기를	고려하였으며,	로마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⑤	외래어	표기	기준은	국립국어원	고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3) 한자 또는 원어

	 ①	한자	또는	원어는	‘세로	줄’로	묶어	표제어	다음에	기술하였다.

	 ②		표제어가	우리말이면	한자를	부기하였으나,	한자가	없으면	영문	또는	한글

로	표시하였다.

	 ③	표제어가	외래어이면	원어를	부기하였다.

	 ④		한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한자와	외래어의	결합인	경우도	둘	사이

를	띄지	않았다.

일러두기



 (4) 분야 표시

	 	분야	표시는	한자	다음에	표지하였다.

 (5) 원어

	 	영어는	미국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약어를	제외하고	단어의	첫	문자를	대문

자로	기술하였다.

 (6) 해설

	 	해설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에는	1.	2.	....	n,		번호	매김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정의문이	하나인	경우에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7) 동의어

	 ①		동의어가	있는	경우에는	☞	기호를	앞세워	표제어의	해설	다음에	부기하였

으며,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하였다.

	 ②		해설에	부기된	동의어는	별도로	☞기호를	이용하여	각각	표제어로	안내하

고	표제어와	함께	사전체	배열	방식을	채택하였다.

 (8) 영한 색인

	 표제어에	대응되는	로마자	용어는	권말	색인을	만들어	표제어로	안내하였다.

	 다만,	표제어	혹은	동의어로	포함된	로마자는	색인에서	제외하였다.

수록 대상  (1) 방위사업 및 관련업무 수행과 연관된 용어

용어 (2) 국방 분야 및 민간 분야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용어

 (3) 기타,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사 용어 등

분야 표시  (1) 분야별 분류는 방위사업 관련 사용자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2) 하나의 표제어는 하나 이상의 분야표시를 가질 수 있다.

 (3)  3개 이상의 분야와 군사용어, 운영유지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행정공통으로 분류하였다.

[정책/제도] 획득기획, 방산운영, 분석평가, 기획조정, 감사관, 재정정보화, 운영지원 등

[사업/계약관리]  계획운영, 국방기술지원, 원가회계검증, 계획지원, 국제계약, 무기체계 계약, 

장비물자 계약 등

[무기체계]  지휘정찰, 기동화력, 함정사업, 항공기, 유도무기등

[전력지원체계] 개인피복/장구, 유지물자, 일반장비, 정보체계, 교육장비/물자, 시설등

[행정공통] 군사용어, 운영유지, 기타 등 “3개 이상 공통으로”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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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검사 | 假檢査 | 사업/계약관리

Temporary Inspection

계약 등 자산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절차를 

밟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산을 우선 발

주하여 납품된 경우, 납품된 물품이 불완전하거

나 일부만이 납품되어 그 보완을 위하여 기술검

사 또는 국제검정기관의 검정이 요구되어 대기중

인 경우 등 성질상 정상 검사를 할 수 없는 때에 

행하는 잠정적인 검사를 말한다.

가격 검증 제도 | 價格檢證制度 | 사업/계약관리

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가격 및 계약가격의 적절성을 보장받

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전문기관으로부터 

원가검증 지원( Field Pricing Audit Service)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서, 미국과는 안보지원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검

증하고, 기타 국가와는 방산군수 협력 협정에 의

한 가격검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격 고시 | 價格告示 | 사업/계약관리

Quotation

증권, 외환 시장 및 무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

용되는 용어로서 시세 기준 가격, 가격 산정 등

의 의미로 통용된다. 증권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유가 증권의 매매 계약이 체결될 때의 가격을 가

리키며, 외환 시장에서는 외국환 은행이 각종 외

환에 대해 게시하는 외환 시세를 말한다. 한편 

무역에 있어서는 무역 채산의 기초가 되는 제시 

가격의 산정 또는 그 결과로서의 산정 가격을 의

미한다.

가격 및 가용성 자료 | 價格-可用性資料 | 

사업/계약관리

Price And Availability Data (P&A)

FMS구매에 있어서 청약 및 수락서(LOA)와 동

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상세한 가격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하며, 이는 미 국방성 해당기관에

서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구매국에 제공

한다. P&A 자료는 LOA의 준비를 위하여 유효

한 것으로 고려되지는 않으며, 이 자료의 제공이 

미 정부가 제공된 자료의 물자나 용역을 판매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 분석 | 價格分析 | 정책/제도

Price Analysis

1. 개별 비용요소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안

된 가격의 적정성, 합리성을 총괄적인 수준에서 

검증,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별적인 비용요

소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

한다. 과거 제안가격, 동종 유사제품의 시장가격 

등과의 비교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조달물자에 대하여 원가계

산 또는 가격조사를 생략하고 고시가격, 전문가

격조사기관 조사공표가격, 실적가격에 물가지수 

등락분을 가감한 가격 등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산정 | 價格算定 | 사업/계약관리

Price Computation

전문 원가계산 기관에서 제품의 가격을 셈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제9조 및 동시행 규칙 제5조 “예정가격 산정

기준”

가격 정보 | 價格情報 | 사업/계약관리

Price & Cost Information

1. 외자 가격관리의 주요 구성가격으로서 외자 상

업구매시 가격정보란 사업담당관이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예정품목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는데 재

외 군수무관 또는 용역업체를 통하여 국제시세가

격을 획득하며, 이를 가격정보 또는 가격정보 획

득가라고 한다. 가격정보는 계약실적가, 업체견

적가, 마이크로 피쉬와 더불어 계약금액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서 일정금액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격정보를 요청, 획득토록 하고 있다.

2. 물품이나 용역을 획득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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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조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미리 산정하

는 원가 또는 목표가격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가격

자료를 통칭한다. 이는 원가산정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가분석방법에서는 개별 가격요소, 즉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가격자료

일 수 있으며, 목표가격 산정 시 이용되는 가격

분석에서는 특정품목 전체의 수입가격 또는 과

거 계약 실적가격으로 표시될 수 있다. 국방조달

에서 가격정보의 종류는 국방기관 조달실적가격, 

타 기관 실적가격, 해당국 정부실적가격, 제3국 

수출가격, 국내시장 가격, 정부표준가격, 업체공

표가격 또는 견적가격, 전문기관 또는 업체 조사

가격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가격정보의 획득

에는 FED-LOG(연방목록, 국가 간 무기거래에 

사용되는 표준가격목록, 주로 미국생산부품의 표

준가격을 알 수 있음), HAYSTACK(군수업체들 

간 조달실적을 기록한 목록)과 같은 군수정보 전

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서 방위사업청에서 운

영하고 있는 종합가격정보 데이터베이스, 한국물

가협회·조달청 등 국내 5개 전문조사기관, 인터

넷 등 국제정보통신망, 정기/수시 간행물과 국외 

용역업체 및 재외군수무관이 주로 활용된다.

가격 조건 | 價格條件 | 사업/계약관리

Terms of Price

무역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수출업

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느냐를 나타내는 

거래조건으로 무역가격조건이라고도 한다. 국가

마다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이 사용된다.

가격 조사 | 價格調査 | 사업/계약관리

Price And Cost Investigation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

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 조사서 | 價格調査書 | 사업/계약관리

Investigation Letter on Price

제품의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이

다. 제품의 단가를 책정할 때 제품이 판매되는 

실제가격과 가격정보, 물가 등을 감안하여 원가

를 산출해 보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 작성한다.

가계약 | 假契約 | 사업/계약관리

Provisional Contract

☞ 임시 계약

가공비 | 加工費 | 사업/계약관리

Conversion Cost

1. 가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이는 제조원가 중에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합계한 것 또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원가요소 비용을 총괄한 

것이다. 이에 속하는 비용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

한 모든 원가요소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경비, 간접 재료비, 일반 관리비 

등이 있다.

2. 제조원가 3요소인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중에서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이다. ☞ 직접비, 간접비

가동률 | 稼動率 | 행정공통

Available Rate

1. 해당 장비의 총 운용 시간에 대해서 불가동 시

간을 제외한 가동 시간을 판단하여 백분율로 표

시한다.  가동률 = 가동 시간 × 100(%) / 총 운

용 시간.

2. 해당 장비의 가동장비 비율로서 총 보유 장비

에서 불가동 장비를 제외한 가동 장비를 백분율

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1) 해당 장비의 총 운용시간에 대하여 불가동 시

간을 제외한 가동시간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전 함정 가운데 수리중인 함정을 뺀 나머지 

가동함정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함정가동률 = (총 함정 척수 - 수리함정 척수/총 

함정 척수)× 100(%)

(3) 생산능력에 대한 실제 생산량 비율

(4) 설비(設備) 총량에 대하여 실제 가동되고 있

는 설비 비율

(5) 설비를 완전 가동했을 경우에 생산능력에 대

한 실제적 생산량의 비율, 조업률이라고도 한다.

설비의 가동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생산 설

비율에서 생산비용이 최저로 되는 가동률을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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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 직접분사기관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85% 전후로 나타난다.

가동탄약보급소 | 可動彈藥補給所 | 행정공통

Mobile Ammunition Supply Point

사단급 피지원 전술 부대가 작전시 급속한 전진

이나 이동 또는 기타 요인으로 탄약 보급소와 보

급 거리가 신장된 상황 하에서 피지원 부대에 근

접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탄약 재보급이 가능토

록 하기위해서 설치 운용되는 보급소이다. 사단

급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는 보급소 규모

는 탄약 중대의 1개 소대 규모로 편성되며 탄약

의 보유 수준은 통상 사단 1일 탄약 통제 보급률

(CSR) 내에서 지원된다. 가동 탄약 보급소가 사

단을 지원할 때에는 사단 탄약 장교와 긴밀한 협

조 하에 운용되며, 전투 부대의 후방 지경선을 

따라 종대로 움직이면서 보급한다. 

☞ MASP(Mobile Ammunition Supply Point)

가변 메시지포맷 | 可變 Message Format | 

사업/계약관리

Variable Message Format

대역폭이 제한된 전투환경에서 근 실시간 데이터

교환에 적합한 가변 길이 전문으로 구성되는 bit 

지향의 정보 표준이다.

전문의 내용을 bit로 코드화하여 전송함으로써 

자료 전송량 대폭의 감소 효과가 있다.

가상 광고 | 假想廣告  | 행정공통

Virtual Advertisement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을 이용해 TV화면에 광

고 그래픽을 합성해 방송하는 광고 방식. 방송법

에서 정의한 가상광고는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 

전자적 영상합성기술을 이용하여 현실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 가상의 방송광고 이미지를 창출해 

기존의 방송신호를 대체하는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상 광고의 허용 범위와 시간, 횟수와 방

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상 사무공간  | 假想事務空間  | 행정공통

Virtual Office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무

공간. 초기에는 본사가 아닌 별도의 원격근무센

터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해 근무하는 고정

형인 스마트 오피스(smart office)가 주를 이뤘

지만, 최근에는 이동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장소 

제약없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

형 오피스(mobile office)로 확산되고 있다. 재

택 근무, 모바일 오피스, 원격지 근무, 영상회의 

등을 아우르는 것이 가상 사무공간이다. 

가상현실 기술 | 假想現實技術 | 정책/제도

Virtual Reality Technology

모의되는 개체에 대한 표현의 충실도를 높여 현

실과 가상 체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각종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이 여기에 속

한다. 실시간 그래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력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가상 시제 제작을 가능

하게 한다.

가소성 폭약 | 可塑性爆藥 | 무기체계

Morphing Explosive

고체에 탄성 한계를 초과하는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감소시켜도 변형이 그대로 남는 성질을 가

진 폭약. 정상적인 온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조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폭약은 컴포지션, 

다이너마이트 등이 있다.

가속시험 | 加速試驗 | 정책/제도

Acceleration Test

실환경에서 장기간 소요되는 시험의 효과적인 수

행을 위해 가혹한 조건을 설정하여 행하는 시험

이다.

가솔린 직접분사기관 | Gasoline直接噴射機關 |

무기체계

Gasoline Direct Injection

기존의 가솔린 엔진은 간접 분사 방식으로 연소 

제어에 한계가 있으나 직접 분사 엔진은 디젤 엔

진과 같이 연소실에 연료를 직접 분사하여 초희

박 연소를 실현하여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향상

시킨 미래형 청정 엔진. 고속, 고부하 영역에서

는 출력을 향상(일반 엔진 대비 약 10%)시키고 

저속, 중속, 부분부하 영역에서는 초희박 연소로 

연비 절감(약 30%)을 실현하는 엔진이다. 

☞ GDI(Gasoline Direct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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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입자 여과기

가스 입자 여과기 | Gas粒子濾過器 | 무기체계

Gas Particulate Filter Unit

방호 시설 외부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고 신선

한 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통상 

가스 입자 여과기는 프리필터(prefilter), 헤파필

터(HEPA filter), 활성탄 등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프리필터는 먼지와 같은 비교적 큰 입자를 

걸러 주며 헤파 필터는 아주 미세한 먼지나 박테

리아와 같은 생물학적 병원체를 걸러 준다. 마지

막으로 활성탄은 유해 가스를 흡착하여 제거한

다. 전기식 동력으로 가동할 수도 있지만 비상 

사태를 감안하여 수동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차

량용과 함상용, 보호 시설용 등 여러 종류가 있

다. ☞ GPFU(Gas Particulate Filter Unit)

가스로켓 추진제 | Gas Rocket推進劑 | 

무기체계

Gas Rocket Propellant

추진제의 연소에 의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면 발생

하는 열에 가열되어 가스 상태가 되고 팽창하여 

운동에너지를 가진다. 연소실이 밀폐 상태이면 

팽창한 가스에 의해서 내부는 고압이 되지만 연

소실 뒷부분에는 압력이 낮은 노즐부가 있으므로 

가스는 노즐을 향해 흐르게 되고 압력은 흐름의 

속도로 변한다.

가시 거리 내 통신 | 可視距離內通信 | 무기체계

Line Of Sight Communication

가시거리 내 직접 전파 통신으로서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과 같은 방식을 말하며 원거리 지점 간 

통신으로서 주로 극초단파대 이상 주파수를 이용

한 통신을 말한다.

가역 안테나 | 可逆antenna | 무기체계

Reversible Antenna

주 돌출부의 방향이 급전 배열의 변화에 의해 역

으로 될 수 있는 지향성 안테나를 말한다.

가역 전지 | 可逆電池 | 무기체계

Reversible Cell

전지로부터 전류를 빼낼 때에만 전지 속에서 화

학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 전지. 외부의 직류 전

원에서 앞의 방전 시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보내면, 방전 시와는 반대 방향의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납축전지, 다니엘 전지 따위가 있다.

가열 건조형 도료 | 加熱乾燥型塗料 | 

전력지원체계

Heat and Dry-type Paint

도료를 도장 후 열을 가해서 가교반응이 진행되

어 도막이 형성되는 도료를 말한다.

가예산 | 假豫算 | 정책/제도

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

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임시로 짜는 단기간 내

의 잠정적인 예산. 현행 헌법에서는 채택하지 않

고 준예산 제도를 따른다.

가용 보급률 | 可用補給率 | 행정공통

Available Supply Rate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중에 허

용된 보급 한계량으로서 탄약의 소모율을 말한

다. 이는 소요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통제 보급률

(CSR)을 적용하지 않을 시 사용되며, 적용 기준

은 무기에 의해 사격되는 탄약의 소모율은 화기

당 1일 발사탄수로 표시된다. 

☞ASR(Available Supply Rate)

가용 시간 | 可用時間 | 행정공통

Available Time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아 기능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가용 예산 | 可用豫算 | 정책/제도

Available Budget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한 예

산을 말하며, 예산의 내용으로서는 전기 이월액, 

당기 배정액, 사용 결정된 예비비 등이 있다.

가용 인시 | 可用人時 | 행정공통

Available Man-Hour

일정한 정비 계단(정비 지원 부대)에서 장비의 

정비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연간 총인시(공시)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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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음

가용 자금 | 可用資金 | 정책/제도

Available Funds

일명 가용액(可用額)이라고도 부르며, 이것은 예

산 계약 승인 또는 기재(旣裁)된 타예산과의 이체

(移替) 그리고 예기(豫期)된 상환금 등에서 마련

된 채무 부담 행위의 권한을 가진 금액을 말한다.

가용 자산 | 可用資産 | 정책/제도

Available Assets

1.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으로 차입금의 담보로 

사용되지 않아서 일반적 용도에 사용 가능하고 

또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 AA(Available Assets)

2. 일정기간 또는 특정계획에 사용 가능한 자산

이다. 가용자산의 범위는 현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순 자산(현보유 + 수입예정 - 불출

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총자산(현보유 + 

수입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용성(도) | 可用性(度) | 행정공통

Availability

1. 어떤 체계가 정비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

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을 때 가

용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투태세

의 측정치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가용도는 고

유가용도를 말하나, 고유가용도, 달성가용도, 운

용가용도로 세분화하여 나타내기도 한다. 

(1) 고유가용도(Inherent Availability : Ai)

예방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지원환경의 

규정된 조건 하에서 사용할 때 임의의 시점에서 

체계가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2) 달성가용도(Availability Achieved : Aa)

이상적인 자연환경에서 규정된 조건대로 사용하

는 경우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하며 성취가용도라고도 한다. 

달성가용도는 예방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용도와 다르다.

(3) 운용가용도(Operational Availability : Ao)

규정된 조건 하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가 어느 

시점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운

용가용도는 행정과 군수지연시간 및 정비 대기시

간이 포함되는 점에서 달성가용도와는 구분된다.

2. 어떤 품목이 임의의 시점에서 임무가 요구되

었을 때,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고 임무를 시

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확률) 이다.

가입고 | 假入庫 | 사업/계약관리

Temporary Storage

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정상적인 검사를 행할 

수 없을 때에 납입된 자산을 완전 포장상태로 임

시 입고 조치함을 말한다.

가중치 | 加重値 | 사업/계약관리

Loading Factor Weight

1.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산출할 때 개별치에 부

여되는 중요도를 말한다.

2. 간접비, 이윤, 부서 이동으로 인한 변화, 위험 

임무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시간 당 혹은 연간 

인건비에 적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가지급금 | 假支給金 | 사업/계약관리

Provisional Payment

☞ 임시 지급금

가청 신호 | 可聽信號 | 전력지원체계

Audible Signal

전화의 발신자와 수신자 또는 교환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접속 상태를 알리기 위한 각종 식별음, 

발신음, 통화 중 음, 호출음 등이 있다. ITU-T

에서 여기에 할당된 주파수는 400~450Hz이고, 

그 주파수로 계속, 단속, 저주파에 의한 변조 등

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낸다.

가청 주파수 | 可聽周波數 | 사업/계약관리

Audio Frequency

보통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주파수로 

가청음파(可聽音波)와 거의 같은 범위의 진동수

인 16~20,000Hz 사이의 주파수를 말한다. 

☞ AF(Audio Frequency)

가청음 | 可聽音 | 전력지원체계

Audible Sound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대략 주파수가 

20~2만 헤르츠(Hz)이고, 음의 크기가 0~130폰

(phon) 사이인 음을 이른다.



14

가트

가트 | Gatt | 행정공통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제네바 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관세나 수입제한 

등 무역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국제무역과 물자교

류의 증진 등 세계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7

년에 조인된 국제협정. 정식 가맹국은 1948년 당

초의 23개국에서 116개국(2002년 8월 현재)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은 1967년에 가입하였다.

각서 | 覺書 | 행정공통

Memorandum

1. 상대국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희망이나 의견 

따위를 적은 양식의 외교 문서이다.

2. 합동 부대급 이상의 지휘관이 일상적인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 시행 일정 및 예정 사항 같은 

것을 자신의 참모 개개인에게 보내는 비공식 문

서로서 통상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된다.

3. 일반적인 지시, 일반명령, 문서 회람 또는 규

정이 부적합할 때 사용하며, 그 종류는 지휘 각

서, 교육 각서, 참모 각서로 구분된다.

각속도 자이로 | 角速度gyroscope | 무기체계

Integrating Gyro

축대칭인 고속 회전체의 관성 공간에서의 방향 

측정이나 관성 공간에 대한 회전 각속도의 측정

에 사용되는 기구이다. 항공기나 함정, 미사일 

등의 방향과 평형성(기울기)을 측정하는 데 사

용되며 야간 운항 중인 항공기 및 선박의 방향과 

평형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간선 | 幹線 | 전력지원체계

Communications Trunk

Trunk 스위치 프레임에 수용되는 입출 회선에 

설비되어 있는 장치. 통화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그 감시 제어를 하는 것으로, 통화에 필요한 전

류 공급, 신호 송출, 요금 산출 기구 등을 갖는

다. 트렁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중계 트

렁크 : 입중계 접속 또는 경유로 기능, 주통화로 

감시 기능, 2. 출중계 트렁크 : 출중계 접속 또는 

경유로 기능, 주통화로 감시 기능, 3. 자국 내 트

렁크 : 발호 및 피호 측의 통화 전류의 공급, 호

출 신호의 송출 기능, 4. 양방향 트렁크 : 출중계 

및 입중계 접속 기능을 함께 갖는 트렁크 기능, 

5. 발신 레지스터 트렁크 : 가입자에게 발신음을 

송출하는 기능, 6. 입중계 레지스터 트렁크 : 선

택 신호 정보의 중앙 처리 장치 전송 기능, 7. 출

중계 송출 트렁크 : 선택 신호를 출중계 트렁크

를 경유하여 송출하는 기능, 8. 호출음 트렁크 : 

호출음 송출 기능, 9. 호출 신호 트렁크 : 호출 

신호 송출 기능, 10. 통화 중 음 트렁크 : 통화 중 

신호음 송출 기능 등이다.

간선 분배 장치 | 幹線分配裝置 | 무기체계

Trunk Distribution Unit

IP 경로 지정 기능과 동시에 회선 및 데이터 통

신채널을 다중화하여 기존 회선망의 변경 없이 

고속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이

다. ☞ TDU(Trunk Distribution Unit)

간섭계 | 干涉計 | 사업/계약관리

Interferometer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측정기. 2개의 광선 간

섭 작용을 이용하여 간섭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여 여러 가지의 물리량을 계측하는 장치. 

동일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두 갈래 이상으로 

나누어 진행 경로에 차이가 생기도록 한 후 빛이 

다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간섭 현상을 관찰하는 

기구이다. 매질의 굴절률, 광학 소자의 정밀도, 

거리, 각도, 광원의 스펙트럼 구조 등을 측정할 

수 있다.

간섭계 안테나 | 干涉計antenna | 무기체계

Interferometer Antenna

그레이팅 로브를 만들기 위해, 안테나 소자들 사

이의 거리를 주파수의 파장과 안테나 소자의 크

기에 비해 매우 크게 한 배열 안테나를 말한다.

간이 성능 시험 | 簡易性能試驗 | 정책/제도

Abbreviated Test

발전 설비의 성능 시험 방법 중 시험을 간략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측정 항목, 계측기 정밀도 및 

측정 회수 등을 간소화한 시험 방법, 일반적으로 

측정 항목은 연료 사용량 및 발열량, 주증기의 

온도 압력, 재열 증기의 온도 및 압력, 보일러 입

구 급수 온도 및 압력 등 경계 입출구의 주요 상

태점으로 제한하고, 계측기는 보통급 수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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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가진 계측기를 사용하거나 현장에 설치된 

계측기를 교정하여 직접 사용하며 시험 시간은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험이 간단하고 비용

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간접 검사 | 間接檢査 | 사업/계약관리

Indirect Inspection

자재 또는 제품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불리할 

경우 공정, 장비 및 작업자를 관리하는 검사 방

법이다.

간접 경비 | 間接經費 | 사업/계약관리

Indirect Expenses

1.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원가 요소 중에

서 재료비와 노무비 및 직접경비를 제외한 일체

의 원가 요소로서 2종 이상의 제품 생산에 간접

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전체 제품 또는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

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선

비, 감가상각비, 동력비, 난방 조명비, 보험료, 

이자, 여비 및 잡비 등이다.

간접 노무비 | 間接勞務費 | 사업/계약관리

Indirect Labor Cost

1.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 

또는 현장감독자나 공정관리 부문 또는 설계 부

문 등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소비되는 노동력

의 대가를 말하며, 상이한 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발생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

에 특정 제품에 부과할 수 없거나 계산상 불편하

여 적절한 기준에 따라 배부된다. 

2. 제조작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운

반인부, 청소인부, 야경원, 공장 감독자, 공장 사

무원 등에 지급되는 임금 및 급료이다. 

☞ 간접비

간접 재료비 | 間接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Indirect Material Cost

1. 제조용으로서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료비로서 

보조 재료비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수선용 재

료, 동력용 연료, 공장용 소모품 등을 말한다.

2.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재료의 가

치로서 배부기준에 의거 배부계산하는 재료비

간접 절충 교역 | 間接折衷交易 | 정책/제도

Indirect Offset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부품을 수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말한다.

간접비 | 間接費 | 사업/계약관리

Indirect Cost / Overhead Cost / Overhead Expense 

Burden

1. 2개 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로서 각각의 제품에 직접 추적불가능한 원가요인

을 말한다.

2. 제조 원가를 산출할 때에 어떤 비용은 다수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된 원가로 집

계되어 특정의 제품 또는 용역에 직접 부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원가 집적 대상 또는 각 

계약 건별로 비용을 할당해 주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 배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가 집

적 대상과 직접 관련시킬 수 없는 원가를 간접 원

가 또는 간접비라고 한다. 제조간접비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노무비 및 간접 경비가 있다.

3. 원가요소 중에서 직접비를 제외한 특정한 제

품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직접 소비된 것이 아

니라 복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이고 

특정한 제품에 관한 소비액을 직접 파악하는 것

이 곤란한 비용을 말한다. 일정한 배부기준을 통

하여 제품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나 기간원가로서 처리되는 

판매간접비 및 일반관리비가 간접비에 포함된다.

☞ 원가, 직접비

간헐 고장 | 間歇故障 | 행정공통

Intermittent Fault

임의의 기간에는 고장 상태로 있지만 자연적으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는 고장을 

말한다.

갈릴레오 시스템 | Galileo體系 | 사업/계약관리

Galileo System

미국의 GPS 독점에 대항해 유럽 연합(EU)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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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우주 기관(ES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민간용 위성항법 시스템(GNSS). 미

국의 GPS가 민간용의 경우 5~10m의 오차 범

위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1m 이내가 목표이다. 고도 2만 3,616km와 56°

의 경사각을 가진 3개 면의 지구 중궤도에 각각 

10개의 위성(총 30기, 이중 3기는 비상 시를 대

비한 보조위성)을 발사하고 2개의 갈릴레오 제어 

센터를 포함한 지상국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

축하여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유럽의 우주 개발 역사상 가장 큰 규

모의 프로젝트이다.

갈색 화약 | 褐色火藥 | 무기체계

Brown Powder

초석(硝石), 황, 갈색 숯가루 따위를 혼합하여 만

든 갈색의 화약을 말하며, 총알이 총구를 지날 

때 속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다.

감가 상각 | 減價償却 | 행정공통

Depletion / Depreciation

손익계산이나 자산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시

일이 지남에 따라 건물, 기계, 비품 등과 같은 고

정자산에 생기는 경제가치의 손실을 결산에 따

라 계산하여 해당 액수만큼 적립하는 것을 말한

다.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경영의 지속에 의하여 

점차 감손되어 결국은 경제가치가 0이 되거나 또

는 0에 가깝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감손액은 해당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할

당하고, 이월가액(移越加額)은 연차적으로 감소

시켜야 한다. 감가상각은 재고자산과 같은 수량

적인 감소의 파악이 아니므로 가치의 감손을 기

말의 심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정률법(定率

法), 연수합계법(年收合計法), 작업시간·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감가 상각 공제 | 減價償却控除 | 사업/계약관리

Writing-down Allowance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장치와 같은 내구재

는 일정 기간의 수명을 가지고, 내용 연수가 된 

후에는 가치가 없어져 폐기된다. 내구재의 가치

는 시간이 감에 따라 하락하는데, 시간에 따라 

하락한 가치를 감가 상각이라고 한다. 기업의 이

윤을 산정할 때는 내구재를 보유함으로써 부담하

는 감가 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를 감가 상각 공제라 한다. 감가 상각액은 자산

별 내용 연수, 잔존 가액, 감가 상각 방법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감가 상각액을 결

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가 상각 방법

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액법이란 주어

진 내용 연수의 기간에 매년 균등하게 일정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다. 반면 정률법은 매년 균

등한 비율로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다.

감가 상각 충당금 | 減價償却充當金 | 

사업/계약관리

Depreciation Appropriation Fund

무형 고정 자산의 상각은 보통 비용화 부분, 즉 

상각액을 그 때마다 장부 가격에서 공제하는 직

접법을 사용하고, 유형 고정 자산을 상각할 때는 

그 취득 가격은 그대로 두고 상각액은 따로 계정

을 만들어 누적해 간다. 이 계정이 감가 충당금 

계정이며, 여기에 계상되는 금액을 감가 상각 충

당금이라 한다.

감가 상각비 | 減價償却費 | 사업/계약관리

Depreciation Cost

일반관리 부문에 해당하는 건물, 비품, 차량운반

구 등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말하는

데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등은 법인세법 및 방산원가규칙을 참조하여 계

산한다.

감가 자산 | 減價資産 | 사업/계약관리

Depreciable Asset

회계학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 

건물·차량·공구·기계·비품·상표권·영업

권 등의 자산을 말한다.

감리 | 監理 | 사업/계약관리

Audit Review / Supervision

사업 추진의 시행 착오를 예방하고 사업의 효율

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며 체계 운영상의 합리성

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 이외의 별

도 전문가가 소정 절차에 따라 계획, 집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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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권고 조언하고 대안

을 제시하여 시정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

는 활동을 말한다.

감사 | 監査 | 정책/제도

Audit /  Inspection

다음과 같은 것을 결정하기 위한 기록과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를 말한다.

1. 예산, 회계, 재무 및 관련 정책과 절차의 적절

성과 효과성

2. 적용된 법, 규정, 정책 및 규정된 절차 이행

여부

3. 실재성, 정확성 및 재무적 행정적 기록과 보

고서의 완전성

4. 자금과 다른 자원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효과

적으로 사용된 범위

5. 업무의 집행 또는 재산의 상황, 회계의 진실성

을 검사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일

감사 기록  | 監査記錄  | 정책/제도

Audit Logging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는 

데이터를 시간 순으로 기록, 저장하는 것으로 관

리책임자에 의해 총괄 관리되며 시스템의 각 업

무관리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기록만 열람할 

수 있다. 

감사 담당자 | 監査擔當者等 | 정책/제도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감사관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을 말한다.(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

가를 포함)

감사관 | 監査官 | 정책/제도

Auditor

1. 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감사관실의 업무를 총

괄하고 감사 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2. 기준 준수에 대한 계약자의 회계시스템 정책

과 절차의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에 의해 임

명된 감사인을 말한다.

감사단 | 監査團 | 정책/제도

Audit Team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

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감사자 | 監査者 | 정책/제도

Auditor

해당 요건에 따라 적절히 훈련되어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는 소정의 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자격이 부여된 선임 감사자와 감

사자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해당 분야 전문가 및 훈련중인 감사자 등 감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통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감소 편성 | 減少編成 | 행정공통

Reduced Organization

장기간의 비전투 기간 또는 제한된 전투 기간 중 

완전 편성보다 적은 인원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

어진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된 편성

이며 완전 편성으로부터 적절한 직위 또는 부처, 

장비의 감소로 이루어진다.

감소율 | 減少率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Ratio

물자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가 생산 및 검

사를 거쳐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정상적인 작

업 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료의 손실

률, 불량률, 시료율을 말한다.

감손 | 減損 | 사업/계약관리

Depletion

공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실, 불량, 시료로 

구분되며 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품으로 구

성되지 못하고 유·무형의 상태로 소진되는 것을 

말한다.

감손량 | 減損量 | 사업/계약관리

Depletion Amount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손실량·시료량(試料量) 및 불량량이다.

감손율 | 減損率 | 사업/계약관리

Depletion Ratio

1.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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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검사를 거쳐 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 정상

적인 작업조건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재료

의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을 말하며 단위당 재

료의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2. 소재로부터 조립, 가공에 이르는 공정을 거쳐 

완제품이 될 때까지 정상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

생하는 손실률, 불량률, 시료율을 말한다.

감손율 조사표 | 減損率調査表 | 사업/계약관리

Attrition rate schedule

감손율을 책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처리장치내의 일정한 양식을 말한다.

감시 및 표적 획득 | 監視및標的獲得 | 행정공통

Surveillance And Target Acquisition

어떤 지역을 관찰하여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내

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획득하는 부대나 

장비에 부여된 군사적 역할을 말한다.

감시 장치 | 監視裝置 | 사업/계약관리

Monitor /  Monitoring System

1. 지정한 시간 내에 어떤 금지된 상황이 발생하

였는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2. 자료 처리 시스템, 생산 자동 시스템, 메시지 

전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장치의 작동을 점검하

는 장치. 정상적인 과정이나 측정값 또는 기준값

을 벗어날 경우에는 시스템의 상태가 관찰되고 

측정되며, 조작원은 주의를 하고 잘못된 것을 수

정해야 한다.

감액 대상 금액 | 減額對象金額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Target Amount

계약 기술요구조건에 불일치하는 특정의 품목(완

제품, 원·부자재, 부품)등에 대한 계약가를 말

하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감액대상이 되는 특정 완제품의 가격은 계약

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2. 감액대상이 되는 원·부자재, 부품 등은 부가

가치세율(10%)과 원가 대비 계약가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원가회계검증단장(원가팀장)이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감액 산정 기준 | 減額算定基準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Accounting Criteria

면제승인에 따른 감액을 산정하기 위한 검사항목

별 미달(초과) 정도를 말하며 감액산정기준을 초

과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중 감액을 적용한다.

감액 업무 처리 제도 | 減額業務處理制度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Business Processing Drafting

생산된 물자가 규격에 불일치하고 규격 불일치 

정도가 일정한 기준 내에 속하면, 구매자의 규격 

면제를 통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감액처리하고 

수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감액 업무 처리 지침 | 減額業務處理指針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Business Process Guidance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9조 및 제614조에 따라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 불일치 품목 중 

면제 승인된 품목에 대한 감액처리 기준 및 절차

를 정하여 놓은 업무지침이다.

감응 신관 | 感應信管 | 무기체계

Fuse Munition Unit /  Proximity Fuze

신관 자체에 전파의 송수신 기능을 보유하여 송

신 장치에서 송출된 신호가 표적에 조사된 후 반

사되는 반사파를 신관의 수신 장치가 수신하여 

최적의 근접 거리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신

관을 말한다. ☞ FMU(Fuse Munition Unit)

감청  | 監聽  | 행정공통

Monitoring 

1. 당사자 동의 없이 대화를 엿듣거나 행동을 채

집하여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통신비밀보

호법」에서는 감청을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

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

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법원의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하면 합법적인 감청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법인 도청이 된

다. 다만, 국가 안위와 관련한 긴급한 사유가 있

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감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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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자체 또는 우군 부대의 통신을 재검토하고 

기록하여 참고하거나, 또는 보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목적으로 청취, 감시, 녹음하는 행위. 

(2) 첩보 수집의 목적으로 적의 통신을 청취하여 

분석하고 기록하는 행위.

감항 증명 | 堪航證明 | 정책/제도

Airworthiness Certificate

항공기의 비행 적합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

증. 항공기의 구조, 강도, 성능 등을 포함하며 필

요시 해당 항공기 기술 지시(T.O)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감항 확인서 | 堪航確認書 | 정책/제도

Statement of Airworthiness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하

여 운용 시 비행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군용

항공기를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의 목적으

로 개조·활용 시 운용범위, 성능과 기능 등의 

일부 제한으로 안전하게 비행을 시작·유지·종

결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항공기에 발급

되는 정부의 확인서를 말한다.

감항능력 | 堪航能力 | 정책/제도

Airworthiness /  Seaworthiness

1. 군용 항공기가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함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

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

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감항성 | 堪航性 | 정책/제도

Airworthiness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

하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운용범위”란 해당 

항공기의 수명주기 동안에 비행 및 정비교범 등

에서 허용된 비행영역을 말한다.

감항성 경보 | 堪航性警報 | 정책/제도

Airworthiness Alert

기능 고장 및 결함 항공기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

한 특정 정비요원에게 보내는 정부 기관의 통지

서를 말한다.

감항인증 | 堪航認證 | 정책/제도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가 감항성(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요

구된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

의 인증을 말한다.

감항인증 기술 실무위원회 

| 堪航認證 技術實務委員會 | 정책/제도

Airworthiness Technical Working-Level Committee

감항인증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분석시

험평가국장이 되고, 위원은 15명 이내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감항인증 심의위원회 | 堪航認證 審議委員會 |

정책/제도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oard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감항인증 전문 기관 | 堪航認證 專門機關 | 

정책/제도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감항인증 전문 기관의 장 

| 堪航認證 專門機關의 長 | 정책/제도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군용항공기 감항당국의 지원 하에 모든 군용항공

기 감항인증에 관한 할당된 기술적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감항인증 주관 기관 | 堪航認證 主管機關 | 

정책/제도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감항인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

장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지정, 고

시하는 감항인증 기술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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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인증 주관 기관의 장

감항인증 주관 기관의 장 

| 堪航認證 主管機關의 長 | 정책/제도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군용항공기 감항당국의 지원 하에 모든 군용항공

기 감항인증에 관한 모든 기술적 업무에 대해 책

임을 진다.

감항인증서 | 堪航認證書 | 정책/제도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형식인증된 설계에 따라 제작·검사되어 감항성

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여 호기별로 발급되

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강내 탄도학 | 腔內彈道學 | 무기체계

Interior Ballistics

포신이나 총신 내부에서 탄약이 추진제의 연소로 

발생한 추진 가스의 힘을 받는 동안의 운동 특성

을 연구하는 응용 역학의 한 분야이다. 

☞ IB(Interior Ballistics)

강외 탄도학 | 腔外彈道學 | 무기체계

Exterior Ballistics

포탄이 포구를 떠나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목표

까지 비행하는 동안 포탄의 운동 특성을 연구하

는 탄도학의 한 분야이다. 

☞ EB(Exterior Ballistics)

강제 실시권 | 强制實施權 | 정책/제도

Compulsory Licensing

국가가 개입하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협

의를 전제로 설정하는 권리. 타인의 특허 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자에게 주로 공익을 이유로 하여 

강제로 통상 실시권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국방

상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실

시권, 재정에 의한 통상 실시권, 심판에 의한 통

상 실시권 등이 있다.

강제 집행 | 强制執行 | 정책/제도

Compulsory Execution

사법상(私法上)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 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개념 설계 | 槪念設計 | 사업/계약관리

Conceptual Design

1. 전체 설계 프로세스의 첫 단계이다. 예를 들어 

발전기의 경우 출력에 대한 명시 요구를 온도와 

습도의 범위 외에 기계적 충격과 진동을 포함하

여 시스템이 기능할 환경을 개념적으로 설정하는 

단계이다.

2. 장기소요로 결정된 함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할 때 함정사업의 개념설계를 포함하여 수행

한다. 선행연구 및 개념설계는 최초 작전운용성

능을 근거로 탑재 무기체계 및 장비의 개략적 배

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특성, 특수성능 

및 함정 종합군수지원 개발방향 등을 구체화(함

정 종합군수지원 기본계획서 : ILS-MP(안))하

고, 국내건조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

과학기술수준, 비용 대 효과, 국산화율 등에 대

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

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연구 | 槪念硏究 | 사업/계약관리

Concept Research

장기 소요 제기 과제 중 대상 무기체계가 없거

나, 한국적 무기체계로 도출하기 위한 개념을 연

구하는 단계로서 체계적인 기술 조사 분석을 수

행하는 연구 단계를 말한다.

개념 형성 단계 | 槪念形成段階 | 사업/계약관리

Conceptional Phase

개발 진행 단계의 최초 단계로서 무기체계를 어

떻게 구성할 것인가, 군의 요구에 따라 시스템은 

어떠한 기본 성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기본 성능이 현재의 기술로써 가능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구상을 거듭하며 연구하

는 단계를 말한다.

개념에 의한 소요 결정 체계 

| 槪念에依한所要決定體系 | 정책/제도

Concept Based Requirement System

1970년 미 육군 교육사(TRADOC)에서 발전시킨 

소요 결정 체계로 미래 전장에서 싸우는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이에 따라 전투 발전 요소를 발전

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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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관리 계획서

개략 계획서 | 槪略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Outline Plan

1.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따른 개략적인 추진 

방법, 통제 형태, 개발 및 획득 비용, 단계별 추

진 계획 등을 포함하는 문서. 개략 계획서 종류

는 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국외 구매 개략 계

획서가 있다.

2. 국방획득개발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무기체

계를 획득하는데 따른 개략적인 추진방법, 통제

형태, 개발 및 획득비용,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개략계획서 종류는 연구개발, 기술협

력생산, 국외구매 개략계획서로 구분한다.

개략 연구개발 계획서 | 槪略硏究開發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Outline Development Plan

연구개발 무기체계에 대하여 추후 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세부 시험평가 계획서를 작성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 시험평가 계획은 국방 과학 

연구소 및 주 계약 업체에서, 운용시험평가 계획

은 소요군에서 작성한다.

☞ ODP(Outline Development Plan)

개량형 재래식 탄약 | 改良型在來式彈藥 | 

무기체계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재래식 고폭탄의 폭발 효과 제한 사항을 극복하

기 위하여 탄두 내부에 파편, 폭풍, 성형작약 효

과 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인 및 대전차(장갑)용 

자탄(Grenade)을 여러 개 포함하도록 개량한 탄

약을 말한다. 

☞ ICM(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s)

개발 BOM | 開發 BOM | 사업/계약관리

Engineering BOM

제품이 설계된 후에 그 결과로 나오는 BOM이며, 

이는 제품을 기능 중심의 하위 부품으로 계층적

으로 나눈 형태로 TDP에 포함된다.

개발 계획서 | 開發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Plan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수행계획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개발 관리 계획서 | 開發管理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Control Plan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작성한 개발 계획서를 검

토하여 통합사업팀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문서로서 탐색개발 관리계획서와 체계개발 관리

계획서가 있다.

개발 기준 | 開發基準 | 사업/계약관리

Allocated Baseline

1.개발되는 형상품목에 대해 승인된 성능중심 문

서로서 기능 및 인터페이스 특성을 기술한다. 이

는 상위수준의 형상품목으로부터 할당되며 검증

은 규정된 특성들의 달성도를 보이기 위해 필요

하다. (MIL-HDBK-61A)

2. 시스템 구성에 해당되는 각 형상품목마다 기

능, 상호 연계성 및 제한 사항 등을 기술한 구성 

설계 기준이다. ☞ AB(Allocated Baseline)

개발 단계 국산화 | 開發段階國産化 | 

사업/계약관리

Localization Stage of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대상 체계 획득 시 최종 

시제품 또는 그 하부 체계·부품을 국내에서 개

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 동의서 | 開發同意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Agreement

연구개발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요군과 개발

기관이 기술적인 면과 예산면에서 해결가능 여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개념, 요구

제원, 성능, 소요시기, 기술적 접근방법, 개발일

정 계획 및 전력화 지원요소와 비용분석 등에 대

한 상쇄분석(trade-off analysis)을 통하여 양

기관간의 합의하에 작성되는 문서로서 개발계획

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 체계개발 동의서

개발 사업관리 계획서 | 開發事業管理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Control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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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행 계획서

연구개발 주관업체(기관)에서 작성한 개발실행 

계획서를 검토하여 통합 사업관리팀이 사업을 관

리하기 위한 계획문서로서 탐색개발 사업관리 계

획서와 체계개발사업관리 계획서로 구분된다.

개발 실행 계획서 | 開發實行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Execution Plan

연구개발 주관업체(기관)에서 탐색개발 또는 체

계개발 단계에서의 수행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탐색개발 실행계획서와 체계개발 실행계획서가 

있다.

개발 자금 | 開發資金 | 정책/제도

Development Fund

지원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주관기업

에 출연하는 연구개발비와 주관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개발 제한 구역 | 開發制限區域 | 행정공통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인구의 집중을 방지

하고, 전통적인 도시주변 자연풍치의 보존, 국토

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인위

적 개발 및 시설물 설치로 인한 자연훼손을 엄격

히 규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목적상의 개발

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

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안보상의 이유로 도

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주관 업체 | 開發主管業體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of Organizers

1. 대상업체 중 개발능력 및 생산여건을 비교하

여 정부가 최적격업체로 결정한 업체로서, 지정

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

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

력업체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를 말한다.

2. 연구개발 대상 업체 중 개발능력 및 생산여건

을 비교하여 정부가 최적격업체로 결정한 업체이

다. 지정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

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와의 계약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력업체의 개발 및 생산

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설정 및 기

술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를 말한다.

개발 협력 약정서(협약서) 

| 開發協力約定書(協約書) | 사업/계약관리

Development Agreement

연구개발 출연에 대해 출연 정부기관과 연구개발 

주관기관간 상호합의 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

한다.

개발시험 | 開發試驗 | 정책/제도

Development Testing

1. 개발시험은 설계와 설계의 진행을 보조하

기 위하여 수행하며, 요구도(ROC)와 성능 규격

(Spec) 및 설계 목표 달성(Design Goal) 여부을 

증명하기 위여 수행된다.

2. 전문적인 시험환경 하에서 시제품에 대한 정

량적 작전운용 성능을 포함한 기술상의 성능(신

뢰도, 가용도, 정비 유지성, 적합성, 호환성, 대

환경성, 안전성, 지원요소)과 기능을 전문 엔지

니어가 시험을 진행하고, 계측장비를 이용, 측정

하여 검증하고, 설계/제작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개발 과정에서 설계, 제조법의 확립, 기능의 

검증 등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 DT(Development Testing)

개발시험평가 | 開發試驗評價 | 정책/제도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체계개발 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대하여 기술

상의 성능(신뢰도·유지성·적합성·호환성·내

환경성·안정성 등)을 측정하고 설계상의 중요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를 확인 평가하여 무기체

계 획득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개발목표가 충족되

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평가를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설계 | 開放形system設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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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 원가

정책/제도

Open System Design

표준 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품 및 모듈을 

선택하여 하부체계를 만들고,특별한 기능의 모

듈만을 추가하여 완전한 설계를 만드는 설계 개

념을 말한다. 개방형 시스템 설계방법은 모듈이

나 카드 단위에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와 프로토

콜을 명확히 하고 내부소자는 설계자가 변경하여

도 무관한 설계방식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부품단종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재설

계 및 시스템의 성능개량과 같은 경우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개별 기초 연구 | 個別基礎硏究 | 사업/계약관리

Separate Basic Research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

기체계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를 위해 개별적으로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개별 원가 계산 | 個別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Job Costing

제품별 원가 계산 또는 제조 지령서별 원가계산

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개별 생산 형태(주로 주

문 생산형)의 기업, 즉 종류, 규격, 용도 등이 다

른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있어서 개별적

으로 그 제품 원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개별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원가의 부과(賦課) 또는 

배부의 절차상 제조 원가 요소를 직접비와 간접

비로 구분한다. 직접비는 각 제조 지령서에 직접 

부과하고, 간접비를 배부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

으로 제조 간접비의 요소를 각 부분에 배부하고, 

이어서 모든 보조 부품비(또는 일부의 보조 부품

비)를 각 제조 부품에 배부하여 최종적으로 각 

제조 부품비(또는 각 제조 부품비 및 제조 부분

에 부여 되지 않는 보조 부품비)를 각 지령서에 

배부하는 것이다. 또 부품비 계산을 생략하는 경

우에는 간접비를 직접 각 지령서에 배부한다.

개별 장비 시험 요구사항 

| 個別裝備試驗要求事項 | 정책/제도

Individual Equipment Test Requirements

특정 시험 대상 장비에 한정된 시험항목을 시험

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하는 시험 조건, 측정 장비, 

시험 대상 장비의 작동 등을 규정하기 위해 명시

된 요구 사항들. 이 요구 사항들은 일반 표준 규

격의 요구 사항들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비 | 個別費 | 사업/계약관리

Specific Cost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개산 가격 | 槪算價格 | 사업/계약관리

Approximate Price

1.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

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 가격의 결정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자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 산정 기

준 등이 없기 때문에 계약가격을 확정하지 아니

하고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후 정산 후 확정

할 것을 전제로 한 잠정적인 가격.

개산 계약 | 槪算契約 | 사업/계약관리

Cost Reimbursement Contract

1.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체결하는 계약

으로서,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도 확정

계약, 유인부 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 불확정계

약 및 일반 개산계약을 말한다.

2. 계약 체결시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기간 중이나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실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원가를 계산하여 지

급함으로써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형태이다.

3.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수행하는 계약형태이다. 개산계약은 중도 확정계

약, 유인부 원가정산계약, 특정비목 불확정계약, 

일반개산 계약으로 구분된다. 

☞ 계약 종류, 개산원가

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정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은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이행 후에 확정

하는 계약 방법이다.

개산 원가 | 槪算原價 | 사업/계약관리

Approximat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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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 번호

1. 개산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개산가격을 산정하

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계산되는 원가를 말한다.

2.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개산 원가 계산서 및 견적서 등의 필요한 

원가 자료를 검토한 후 개산 계약 단가를 산정하

기 위한 기초 자료로 계산된 원가를 말한다. 

☞ 원가

개인 식별 번호 | 個人識別番號 | 행정공통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현금 자동 지급기와 같은 장치에 대한 접근 관리

를 위해 개인에게 부여된 개인 식별 번호이다. 

☞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식별 정보  | 個人識別情報  | 행정공통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의

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

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개인 인증 | 個人認證 | 행정공통

Personal Authentication

지문 등을 이용해서 개인을 인식(認識)하는 기

술. 개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고유의 특

징이 필요한데, 형태학적 특징이나 기능적 특

징 및 생화학적 특징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중

에서 화상 처리의 주 대상은 형태학적 특징인 지

문, 망막 혈관 패턴, 손금 무늬 및 얼굴 등인데 

지문과 망막 혈관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시스템

이 개발되어 있다. 또 개인 인증은 1:1과 1:n(많

은 수를 의미)의 경우가 있는데, 전자가 한 사람

의 등록된 특징과 입력된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키(key) 대신 사용되는 반면에 후자는 이미 입력

된 특징을 등록된 특징과 비교, 조회함으로써 범

죄 수사 등에 이용된다.

개인 장비 | 個人裝備 | 전력지원체계

Individual Equipment /  Personnel Equipment

사용 용도상의 개인용 장비로서 특수 피복, 개인 

화기, 개인 천막 등과 같이 복무 기간 중 개인에

게 지급되는 보급품을 말한다. ☞ IE(Individual 

Equipment), PE(Personnel Equipment)

개인 정보 | 個人情報 | 행정공통

Personal Data/Personal Information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

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

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 정보 관리 | 個人情報管理 | 정책/제도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화번호부, 주소록, 스

케줄 관리, 상담 관리, 메모리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 個人情報管理System |

정책/제도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ystem

현대인의 사회 및 개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종합 시스템을 

말한다.

개인용 컴퓨터 | 個人用computer | 행정공통

Personal Computers

개인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진 소형 컴퓨터. 데이

터 처리 능력에 따라 8비트, 16비트, 32비트, 64

비트로 나누어지며, 기업의 사무 자동화, 개인의 

정보 처리 따위에 쓴다. 

☞ PC(Personal Computers)

개정 오퍼 | 改正offer | 사업/계약관리

Amendment of Offer And Acceptance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기 수락한 기본 오퍼상의 

금액 및 사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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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오퍼(DoD FORM 1513-1)로서 구매국의 수락에 

의하여 시행되는 오퍼이다.

개조 | 改造 | 사업/계약관리

Remodeling

항공기, 유도무기, 방공, 통신전자 등 무기체계

에 대하여 관련되는 장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의 기본 형상 또는 성능을 변경하는 작업. 변

경되는 정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

리된다.

갱신 심사 | 更新審査 | 사업/계약관리

Renewal

품질경영시스템을 인증받은 업체의 인증유효기

간 도래 시 조직의 전반적 품질경영 시스템에 대

한 지속적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갱신 신청

을 받아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거동 분석 | 擧動分析 | 정책/제도

Behavioral Analysis

분석대상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나 역할, 기능 등

을 시간순에 따라 절차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

다. 기능분석과 유사하나 기능분석에 비해 체계

상위 수준 또는 체계 수준에서 거시적인 관점에

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거래 번호 | 去來番號 | 사업/계약관리

Transaction Number

물품 출납 공무원이 거래되는 문서에 부여하는 

식별 부호로서 매 회계 연도 개시일인 1월 1일부

터 순차적으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통상 편성 

부대 내부의 거래에 사용되며 청구서, 반납증, 

수령, 불출, 관리 전환 등 거래 문서와 거래 내용

이 일치되어야 하는 번호이다.

거래 실례 가격 | 去來實例價格 | 사업/계약관리

Transaction Pric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 통

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

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

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

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한다.

2.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가격조사 전

문 기관이 공표한 가격, 계약 담당 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물품의 거래 실

례를 직접 조사·확인한 가격을 말한다.

거리 분해 능력 | 距離分解能力 | 사업/계약관리

Distance Resolution

탐지거리 상에서 광학 장치를 통해 서로 분리된 

두 개의 표적이 분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표적의 크기에 따른 거리로 표현한 값

이다.

거증 책임 | 擧證責任 | 사업/계약관리

Burden of Proof

소송에 있어 법규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

명할 책임이다. 변상책임의 소재를 밝힘에 있어

서 책임판정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느

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관리 공무원이 변상책임

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

을 말한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물품출납 공무원

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그 책임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지 않고 물품출납 공무원 스스로가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책임을 면하지 못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출납 공무

원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판정기관에서 거증책임을 지도록 이원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전회계제도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한다.

☞ 입증 책임(立證責任)

거짓 경보 | 거짓 警報 | 정책/제도

False Alarm

시험도구를 이용하여 결함 검출내용이 실제 오류

가 아닌 결함을 오류로 검출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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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이력 카드

| 建物Energy 管理 System  | 전력지원체계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 IT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 공조, 방

범, 방재 같은 여러 건축 설비를 관리하는 시

스템. 건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설비를 관리하

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과 인

건비 절감은 물론 건물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

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래에 있

는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ECBCS(Energy Conversation in Buildings 

and Community System)에서 표준화하고 있다. 

건물 이력 카드 | 建物履歷Card | 전력지원체계

Building Record Card

각 건물별로 준공일을 기준하여 건물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 기록하여 건물의 이력 

내용을 표기한 것이다. 이의 기록 내용은 건물

명, 구조, 규격, 준공 일자, 시공 부대, 보수 내용 

등으로, 이는 보수시마다 해당 지휘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건설 관리 | 建設管理 | 전력지원체계

Construction Management

일반적 정의는 건설공사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계약, 시공,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건설 공사 수명

주기 동안의 종합적인 건설 관리 업무를 의미한

다. 공정 관리, 원가 관리, 품질 관리 등은 건설 

관리의 한 분야이다. 

☞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기술 관리법 | 建設技術管理法 | 정책/제도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건설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건설 기술 용역,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따위에 관한 법률. 건설 기술 수

준의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1987년

에 제정하였다.

건설 동원 | 建設動員 | 전력지원체계

Construction Mobilization

1. 군사 작전은 물론, 기타의 전시 소요까지도 충

족시키기 위하여 건물, 토지, 중기 및 기타 건설 

장비, 건설 업체 등을 사용, 통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군소요 중기는 사용 동원하고, 긴급 복

구 지원에 소요되는 중기는 시·도지사가 통제 

운영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

에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 또

는 운영하는 것이다. ☞ 동원

건의 부호 | 建議符號 | 사업/계약관리

Proposal Code

청구자가 보급원에 요청 사항을 표시할 때 사용

하는 부호이다. 길이는 두 자리이며 형식은 문자

와 숫자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9A’는 국내 거래

의 건의 부호로서 이것은 ‘해당 품목을 이곳에서 

제작 또는 조달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다.

건전성 | 健全性 | 정책/제도

Integrity

특정 운용수명 동안 정해진 운용 및 환경조건에

서 달성해야 하는 특정 성능, 신뢰도, 안전 및 지

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세부계통 또는 장

비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말한다.

건조자 시운전 | 建造者試運轉 | 사업/계약관리

Builder’s Trial

1. 함정 건조가 완료된 후 계약 요구조건에 부합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으로, 승인된 건

조자의 시운전 계획에 따라 건조 업체(조선소/장

비 제작사) 주관으로 실시하며, 건조자 정박 시

운전과 건조자 항해 시운전으로 구분한다. 

☞ BT(Builder’s Trial)

2. 인수 시운전 실시 전에 건조자가 제반 계약조

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는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

운전을 말한다.

건축용 도료 | 建築用 塗料 | 전력지원체계

Architectural Coatings

건축물의 보호와 미장을 목적으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도장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여름철 및 겨

울철에 있어서 온도,  습도 등의 자연환경 조건

하에서의 건조·경화를 필요로 한다. 건축용 도

료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장의 목적,  

피도물의 재질 및 입지조건에 적합한 도료의 선

정,  도장 방법의 선정,  경제성의 검토(재료비와 



27

ㄱ

검사

기대 내용연수)를 파악한 도장계획의 설정이 중

요하다.

건축용 도료의 종류 | 建築用 塗料의 種類 | 

전력지원체계

Kind of Architectural Coatings

1. 유성도료 : 대표적인 건축용 도료이나 점차 고

성능 합성수지 도료로 대체되고 있으며 무공해성 

측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 작업성이 좋

고 도막이 한 번에 두껍게 도장되므로 흡입성이 

있는 곳이나 상자 등 목재의 도장에 사용되는 경

우가 많다.

2. 합성조합 도료 : 철재,  목재를 불문하고 사용

되나 내알카리성은 약간 떨어지므로 새 몰탈 면

이나 플라스터면에는 쓸 수 없다.

3. 에멀션 도료 : 일반적으로 물에 불용수지,  건

성유 또는 바니시를 수중에 분산시킨 윤활액을 

주 전색제로 하여,  여기에 안료를 혼합한 도료

를 말한다. 요즘 많이 쓰이는 에멀션 도료는 거

의 합성라텍스를 주전색제로 하고 있다. 에멀션 

도료는 거의 유기용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안

전하며 무공해이고 무취성으로 작업성이 좋다.  

그래서 건축의 내벽,  외벽,  천정을 비롯하여 바

닥,  목부에도 쓰이고 있다.

4. 무늬도료 : 보통 도료는 통상 단일채색으로 평

평한 도면에 도장된다.  그래서 도면은 단조해 보

일 수 있으며 소지,  하도에 결함이 있는 경우 눈

에 띄기 쉽다. 그러나 무늬도료 칠하는 횟수를 줄

여도 쉽게 얻고자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도료로 건축용 도료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방화도료 : 크게 분류하여 도막이 난연성을 

나타내는 것과 가열에 의해 발포하여 단열층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도료

는 철이나 콘크리트 등 불연성 물체에 도장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도료는 목재 등 가연성 물체에 

도장한다. 방화도료는 평상시에는 일반 도료와 

같은 도막 외관으로 보이지만 화재가 발생한 경

우에는 목재와 같은 가연성 물체가 발화점에 도

달하지 못하게 또는 발화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하는 기능이 있다.

6. 상온 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 불소수지 도료

는 내후성,  가공성,  내약품성이 일반적인 옥외

용 도료와 비교하여 월등하게 우수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Maintenance Free  

도료로서 커텐월 및  PCM(Pre-Coated Metal)  

등의 분야에 응용되어 왔는데 이 불소수지는 유

기용제에 거의 용해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상으로 

사용되어 고광택이 얻어지지 않는 점과  200℃  

이상의 고온 가열 건조가 

필요하여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최근 에스테

르 및 방향족계 용제에 용해되며 또한 이소시아

네이트로서 상온가교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고광

택을 얻을 수 있는  4불활에틸렌 공중합체가 개

발되어 건축용 Maintenance Free의 초내후성 

도료로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7. 탄성 도재(塗材) : 도막이 넓은 온도 범위에 

걸쳐 고무탄성을 보이기 때문에 벽면에 생기는 

균열에 추종성을 보여 적극적인 방수기능을 가지

며 더 나아가 미장성도 갖는 도료이다.

건폐율 | 建蔽率 | 전력지원체계

Building Coverage Ratio

☞ 대지 건물 비율

검교정 | 檢較正 | 정책/제도

Calibration

시험 및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량계측기의 정

밀도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주기와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여 교정하는 행위를 말

한다.

검사 | 檢査 | 사업/계약관리

Inspection Check / Examination / Inspection / Test

1. 계약 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

격·구매사양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

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에 대한 품질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것으로 확인하는 절차

를 말한다.

3.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의한 적합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품원이 취득하는 자산의 계약서, 주문서, 

송장, 납품서, 입고전표, 기타 증빙문서(이하 “검

사기준문서”라 한다)상의 자산과 수량, 규격, 품

질 등이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여

부를 판정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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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납품 조서

5. 특정 물품을 특정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주

어진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

량, 혹은 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을 말한다. ☞ 검수

6. 평가 대상에 대하여 측정·시험 또는 계측 등

의 방법으로 규정된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를 독

립성·공정성·성실성에 근거를 두고 전문적 판

단에 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7. 물품을 어떤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를 품질 판

정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품·불량품의 

판정을 내리거나, 로트(lot)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검사 및 납품 조서 | 檢査--納品調書 | 

사업/계약관리

Report on Inspection Delivery

계약 품목에 대한 정부 품질 확인 검사 완료 후 

합격된 제품을 납품하고 물품의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서류로 품목, 수량, 금액, 검사 기관, 출납

관, 납지 등이 기록된다.

검사 전문가 | 檢査專門家 | 사업/계약관리

Inspection Specialist

검사 업무에 필요한 제반 활동, 검사 계획, 검사 

수행 및 검사 결과 판정 등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

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검사자를 말한다.

검사증 | 檢査證 | 사업/계약관리

Certificate of Inspection

상업 구매에서 선적 서류 중 부수 서류의 일종으

로서 이것은 수출품의 품질에 회의적이거나 의심

의 여지가 있을 때 수입업자는 정부의 검사, 중

재 검정기관의 검사 또는 수입 대리인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검수 | 檢收 | 사업/계약관리

Check

1.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업무를 말한다.

2. 수납지에서 그 목적물을 관능에 의해 검사하

여 수납함을 말하며, 통상 포장상태, 수량, 이종

품,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하며, 수납검사와 동일 

의미이다.

3. 공사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 가공, 구입 계

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인도될 때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수납의 

줄임말로서 검수 공무원은 검사한 후 수납 업무

의 일부를 수행하여야 하며 엄밀한 의미에 있어

서의 검수는 “검사”와 구별되나 검수란 말은 법

정 용어는 아니며, 예산 회계법 등에서는 검사란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검역 | 檢疫 | 행정공통

Quarantine

1. 생물학 작용제에 감염된 사람 또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 여부를 진단, 검사하여 전

염병에 오염된 경우에는 소독과 격리를 행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보호하는 조치. 전염 매

개체에 대하여 전염병 감염 유무를 검사하고 소

독하는 일도 포함된다.

2. 전염병의 퍼짐을 막기 위하여, 특히 차량·선

박·비행기 및 그 승객·승무원·화물 등에 대해 

전염병의 유무를 진단·검사하고 소독하는 일을 

말한다.

검증 | 檢證 | 정책/제도

Verification

1.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수행하며, 개발 또는 제

작·생산 시에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부여

된 규정, 규격 또는 조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

정을 말한다.

2. 규격, 표준 등 명시적으로 정의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점검, 확인하는 활동으로 분석, 검

사, 동료검토, 시험, M&S 기법 등이 활용될 수 

있다.

3.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선정된 작업 산출물

이 그에 할당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1) M&S 분야에서 V(Verification, 검증) 

V(Validation, 확인) & A(Accreditation, 인정)

의 첫 단계인 검증, 개발자가 생각한 개념 모델

(conceptual model)이 시뮬레이션 모델로 잘 구

현 되었는지에 대해 개발자 스스로 검증하는 과

정을 의미한다. (2)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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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조달

단계부터 각 단계로 나아가면서 작성된 산출물

이 앞 단계에서 설정한 조건(가정, 요구사항, 제

한 사항 등)을 각 단계 간에 상호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 “시뮬레이션 모형이 제대

로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가?”에 대

한 평가를 의미한다.

검증 요구 사항 | 檢證要求事項 | 정책/제도

Verification Requirements

명시된 요구사항이 구현되었음을 검증하기 위한 

요건이며, 획득자와 개발자의 협의를 통해 정의

된다.

검증·확인·인정 | 檢證· 確認· 認定 | 

정책/제도

Verification·Validation & Accreditation

모델 수행이 개발자의 개념적 묘사와 명세를 정

확하게 반영하여 나타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

정인 검증(Verification), 모델 수행결과가 본래 

의도한 용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체

계 혹은 실세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확인(Validation), 사용하고자 하는 M&S가 사

용목적과 용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인지 공식적

으로 승인하는 인정(Accreditation)을 말하며, 

이는 M&S 자원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M&S 자

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요구된다.

검토 | 檢討 | 사업/계약관리

Review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상물의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결정하기 위한 활동

이다. (예: 관리자 검토, 설계검토, 기술검토, 개발

검토, 사용자 요구사항 검토, 부적합성 검토 등)

격납고 | 格納庫 | 전력지원체계

Hangar

항공기 정비작업(계획, 비계획) 및 저장(보호)을 

위해 기본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장소이다.

격리 | 隔離 | 행정공통

Segregation/ Quarantine

1. 전염병 환자나 면역성이 없는 환자를 다른 곳

으로 떼어 놓는 것을 말한다.

2.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는 것을 말한다.

격자형 통신망 | 格子型通信網 | 전력지원체계

Grid Communication System / Mode Communi-

cation System

차기 전술 통신 체제의 운용 방식으로서 작전 책

임 지역 내에 수개의 지역 통신소(노드)를 설치

하여 격자형으로 연결하고 지역 단위로 통신 지

원을 제공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이는 현 나뭇가

지형 지휘 제대 통신망의 취약점인 생존성을 보

장하고 통신의 융통성을 향상시킨 개선된 통신망

이다.

견마 로봇 | 犬馬robot | 무기체계

Dog Horse Robot

무인 전투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 요소로 근접 전

투간 감시 정찰, 주요 시설 감시 경계, 지뢰 탐

지 및 물자수송 등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로봇. 

기동 방식에 따라 차륜형 또는 족(足)형으로 구

분된다. 임무 탑재 장비로는 원격 무장, 수직 확

장 열영상 조준경, 금속/비금속 지뢰 탐지 장비

가 탑재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형 무

선 통신을 통해 인접 및 상하급 제대 간의 실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견본 | 見本 | 사업/계약관리

Standard Samples

의류의 색깔, 모피나 목재의 조직과 같이 시험 

절차서나 설계 자료로는 요구하는 품질과 특성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의 품질과 특

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달기관이나 사용자로부

터 제공되는 대표적인 샘플을 말한다.

견본 조달 | 見本調達 | 사업/계약관리

Sample Procurement

정식규격 또는 약식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

거나, 긴급수요로 규격을 제정할 여유가 없을 경

우 또는 규격적용이 현저하게 비경제적이거나 불

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모델번호, 

주요 성능, 관련도면이 포함된 사양서를 이용하

여 현품으로 구매하는 조달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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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발칸

견인 발칸 | 牽引Vulcan | 무기체계

Towed Vulcan

차량 등으로 견인하는 대공무기 ‘발칸’을 말한다. 

발칸(Vulcan)은 전기모터의 유압작용으로 탄약

을 속사하는 대공 방어죵 기관총으로 여섯개의 

총신을 함께 묶어 돌아가며 연속적으로 사격(구

경 20mm)이 가능하며 로마신화에 나오는 불의 

신’Vulcan’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견적 가격 | 見積價格 | 사업/계약관리

Estimated Amounts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 받은 가

격으로서,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다.

견적 수락서 | 見積受諾書 | 사업/계약관리

Notice of Quotation

매수인의 견적요청서에 답하여 요정비 물품을 정

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한 후 매도인이 조속히 매

수인에 제시하는 매도인의 공식적인 통지를 말하

며 견적수락서에는 요정비 물품의 상태, 수리예

정가격과 정비된 물품의 인도일정이 포함된다. 

견적 요구 | 見積要求 | 사업/계약관리

Request for Quotation

계약자와 피계약자 간에 협상을 위한 요구이며, 

견적요구(RFQ)에 대한 응답은 오퍼가 아니라 정

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견적서

견적 요청서 | 見積要請書 | 사업/계약관리

Request for Quotation

매수인이 요정비 물품의 재고 번호, 부품번호, 

부품명, 일련번호 등 상세내역을 전송 또는 자료

송부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정비용역을 의

뢰하는 서류를 말하며 필요시 요정비 물품의 주

기적 고장, 반복적 결함에 대한 정비이력부도 포

함된다. 

견적서 | 見積書 | 사업/계약관리

Estimate Quotation/ Estimate Document

1. 재정 관계 법령상 견적서라 함은, (1) 광의로

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이 매매, 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 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의 실례 가격 

조사나 원가계산의 기초 자료에 제공하기 위하

여 업자로부터 징구(徵求)하는 소요 경비의 추산

액을 기재한 서류이다. (2) 협의로는 재정 주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희망자로부터 

접수하는 청약서로 이러한 의미의 견적서는 그것

이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서류인 이상 일단 제출

되면 그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철회도 할 수 없다. 이러한 견적서에는, 금액

의 숫자, 품목, 규격, 수량을 명기하여야 하고 개

서(改書)하여서는 안 되며, 견적인의 주소, 성명, 

상호는 계약 희망자 본인의 명의로 하고 필히 날

인하여야 한다.

2. 상품매매 또는 청부(請負) 때 소요되는 모든 

비목을 계수적으로 산출하여 기재한 문서이다. 

국내에서는 거액의 거래나 큰 공사를 청부할 때

는 반드시 견적서가 요구되며, 매매계약 또는 공

사청부계약은 먼저 견적서의 검토로 시작되고, 

이에 관한 관계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국제무역에서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견적서를 준비한다. 수출상은 수출품

의 매입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기에 해당 수출품

의 개장(改裝)·수송·수출제경비·예정이익을 

가산해서 수출품의 대외판매가격을 견적한다. 수

입상은 수입품의 공급국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송·수입제경비·관세 등을 가산해서 수입품

의 자국 도착가격을 견적한다.

결산 | 決算 | 정책/제도

Closing Accounts

정부 결산은 당초 국회가 승인하여 준 예산이 실

제로는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1회계 연도 중 국가기관의 일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그 결

과 집행이다. 이와 같이 결산은 본질상 예산과는 

그 기능면에서 성격이 확연히 구분되는데, 예산

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미래의 정부 활동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결산은 과거 사실에 대한 사

후 보고서로서 국회가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해 

비판을 가하거나 정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

이다. 따라서 결산 그 자체는 정부의 위법 부당

한 예산 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효과는 없지만 정부의 예산 집행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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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 군수

후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당함이 밝혀졌

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는 점에서 

결산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산 보고서 | 決算報告書 | 사업/계약관리

Rreport on Final Accounts

회계규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 결산

시에 작성하는 결산보고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결산 연도 | 決算年度 | 사업/계약관리

Close of a Business Year

경제활동에 대한 계산을 마감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를 말한다.

결점 | 缺點 | 사업/계약관리

Defect

1. 강도나 작업성 또는 외관상의 품질을 저하시

켜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비정상적이

거나 또는 불규칙한 제품의 특성을 말한다.

2. 아이템 중에 존재하는 이상(규격에서 벗어난 

것) 등 고장의 원인이 되는 상태 또는 장소를 말

한다.

결함 | 缺陷 | 사업/계약관리

Bug / Defect / Deficiency

규정된 형상에 부적합한 조건과 특성이 있거나 

형상 품목이 승인된 운영 요구 조건에 부적절한 

형상을 말한다.

결함 보고서 | 缺陷報告書 | 사업/계약관리

Deficiency Report

항공기 및 지상 지원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

의 결함이 주요 결함이라고 판단될 때, 국내외 

해당창(TCG, CIP, 제작사, 수리원)에 결함 원인

의 분석을 의뢰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는 보고서를 말하며 주요 결함 원인은 재질 결

함, 설계 착오, 취급 부주의, 정비 불량, 작동 절

차 불이행 등으로 구분한다. 정비 관리상의 절차 

또는 상태의 결함, 보급상의 절차 또는 상태의 

결함, 장비 검수 이상 및 취급상의 상태 결함 등

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불만족 보고 절차(T.O 00-35D-54)에 의하여 

보고한다. ☞ DR(Deficiency Report)

결함 사항 | 缺陷事項 | 정책/제도

Defected Matter

시험평가 항목에 영향을 주는 기술적/운영적 하

위요소 중 시험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으로 시험 해당항목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다.

결합 원가 | 結合原價 | 사업/계약관리

Joint Cost

동일 공정, 동일 재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품

이 제조되고, 제조되는 제품에서 주부(主副)의 

구별을 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 한다. 연

산품을 생산하는 소요되는 원가를 말한다.

결합 재무 제표 | 結合財務諸表 | 사업/계약관리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2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 회사간 내부 거래를 제거한 후 개별 재무 

제표를 수평적으로 결합한 재무 제표를 말한다.

결합체 | 結合體 | 전력지원체계

Assembly

장비의 수리부속품 중 2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

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

쳐진 품목을 말하며, 이것은 부분품으로 분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뷰레터, 제네레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이 결합체의 대표적

인 예이다.

경결점 | 輕缺點 | 사업/계약관리

Minor Defect

1. 검사단위인 제품이 실용성 혹은 동작 등에 지

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결점을 말한다.

2. 제품의 사용상의 동작, 성능, 수명에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그 결점이 있으면 제

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점을 말한다. (또는 

그 결점이 있는 검사 시료)

경량화 군수 | 輕量化軍需 | 행정공통

Lean Logistics

경영 기법 중에 하나인 적시 조달(Just In Time)

과 적량 생산(Lean Production)에서 비롯된 개

념으로서 방만하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기존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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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식별 부호

체계의 군살을 제거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단순화

된 군수 지원 체계를 정립하자는 개념이다. 

☞ LL(Lean Logistics)

경로 식별 부호 | 經路識別符號 | 사업/계약관리

Routine Identifier Codes

보급 거래시 보급품을 청구·수령·불출·이

관·반납·수리 입출고 등 계정 처리할 때 보급

원 또는 보급창(저장 시설)을 표시하는 부호이

다. 보급창을 나타낼 때에는 부대 부호(UC)를 

적용하고, 보급원 관계 문서에서는 보급원 부호

(SSC)를 적용하며 대미 거래시는 3자리 부호를 

사용한다. ☞ RIC(Routine Identifier Codes)

☞ 계정과목

경매 종료 일시 | 競賣終了日時 | 사업/계약관리

End of Auction

입찰공고에서 정한 역경매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를 말한다. 다만, 경매종료일시 직전에 새로운 입

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종료일시를 말한다.

경보망 | 警報網 | 무기체계

Alarm System

적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관계 부대에 전달할 목

적으로 설치된 통신 계통, 특히 무전기에 있어서

는 주파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어느 한 부대의 

경보 하달을 전 부대가 동시에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부적합 | 輕不適合 | 정책/제도

Minor Deficiency

중부적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단순한 

1~2개의 불만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시일 내 

시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경비 | 經費 | 사업/계약관리

Expenses

1.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조원가 비목을 

말하며, 경비는 노무비와 함께 재료비를 추가 가

공하는 데 소비된 자원의 가치로서 가공원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제조 원가의 구성 비목으로서의 경비란 물품

과 노동 용역 이외의 원가재를 소비함으로써 발

생하는 원가이다. 바꾸어 말해서 재료비 및 노

무비 이외의 제조 원가 요소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료비나 노무비의 경우와는 달리 경비는 그 의

의를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경비 중에는 물품 내지 노동력 이외의 원자

재를 소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보험료, 임차료, 

통신비 등과 같은 순수한 경비가 있다. 한편 가

스, 용수 등과 같은 물품을 소비한 경우일지라도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재료 부비 

및 노무 부비는 이론적으로 재료비 및 노무비에 

속하는 것이나 이를 경비로 처리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비는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어 기

업에 따라 그 범위가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경

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원가 항목의 

수도 많으며, 기업의 업종·규모 등에 따라 원

가 항목명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경비의 대부

분은 간접 경비에 속하므로 제조 간접비(factory 

overhead costs)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경비 기지 | 警備基地 | 무기체계

Security Base

함대 간의 연락·보급과 해상 경비의 역할을 맡

고 있는 해군의 전진 기지를 말한다.

경상 사업비 | 經常事業費 | 정책/제도

Current or Operating Working Expenses

국방부에서 매년 국방예산 편성기준을 발간 배포

하며 국방 운영을 위한 운영유지 비용으로 편성

된 예산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서 편성하여 

장관에게 결재를 득한다.

경상 운영 사업 | 經常運營事業 | 정책/제도

Current or Operating Operating Business

국방 운영 체제 구축을 통한 장병 사기 복지 증

진 및 군복무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여 현존 전

력 운영유지 수준을 제고하고 국방 운영의 효율

화 기반을 구축하며 군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

병 사기 복지 증진을 적극 추진 및 환경 보전과 

국민 권익 보호 사업 등을 말한다. 주로 병력 운

영과 전력 운영유지 관련된 사업이다. 

☞ 경상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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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참가 자격 정지

경상가와 불변가 | 經常價와 不變價 | 

사업/계약관리

Current Price and Constant Prices

경상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것이고 불변

가(또는 고정가)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고정한 것이다. 만약 대안을 비교할 경우 비용의 

발생기간이 각각 다르다면 이를 동일한 시점에서 

비교해야 정확할 것이다.

경어뢰 | 經魚雷 | 무기체계

Light Torpedo

☞ 청상어

경영 분석 | 經營分析 | 정책/제도

Business Analysis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경영성적의 양부 

또는 그 적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의 내용

을 분석 검토하고 사업 재정상의 건전성과 경영

상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군의 경우에는 심사 분석 제도로서 대신하고 있

으며, 경영분석 기법은 비율법과 비교법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비율법은 분석 대상을 비율

에 의하여 표시하고, 그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며, 비교법은 실수 또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그 증감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경쟁 가격 | 競爭價格 | 사업/계약관리

Competitive Price

독점 가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경쟁 가격이란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 거래 상품의 가격 결정은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

하는 점에서 결정되는데 이 가격을 경쟁 가격이

라고 한다. 자본 주의 경제에 있어서 실제로 완

전 경쟁이 행하여지는 일은 거의 없음으로 완전 

경쟁이라든가 경쟁 가격이라는 개념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경제 분석

을 위한 방법론 상의 가설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적당하다. 보통 군수품 구매에서 경쟁 가격이란 

경쟁 입찰에 있어서의 가격을 말한다.

경쟁 계약 | 競爭契約 | 사업/계약관리

Competitive Contract

1.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조

달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자격을 갖춘자에게 동

등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한다.

2. 경쟁 계약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

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중 가장 

유리한 내용의 표시자를 상대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독점 계약 또는 수의 계약에 대

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쟁 가격을 형성시키기 위한 

계약 방식의 하나이다. 계약의 공정성과 유리한 

입장의 확보를 위한 최선의 계약 방법이므로 관

공서에서 매매나 청부 등의 계약을 할 경우 원칙

적인 방법으로 이용된다. 

경쟁 입찰 | 競爭入札 | 사업/계약관리

Competitive Bidding

1. 발주자가 다수의 입찰자 중에서 선택하여 발

주를 결정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입찰

자가 제시하는 공정, 기술수준, 공기, 경험 및 재

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입찰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사결정과정에 혼란과 복잡을 초래

하므로 입찰자의 사전자격(Pre Qualification: 

PQ)을 심사하여 입찰참가자의 수를 제한하는 경

우도 있다. 

2. FMS에서 저가입찰 이외의 기준에 의거 미정

부와 계약하는 방법으로, 이는 토의로 결론을 낸 

후 최선 및 최후의 오퍼가 수용된다.

경쟁 참가 자격 정지 | 競爭參加資格停止 | 

사업/계약관리

Stop Competing Eligibility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당사자의 일반 이행

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불이행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업자를 장래의 경쟁 입찰에서 배척하

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예산 회계 관

계 법령에 의하면 각 중앙 관서장이 그 부정당한 

사실을 인정한 때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

간 동안 경쟁에서 배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으며, 경쟁 참가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

은 경쟁에 있어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자,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하게 하거나 또는 낮게 책정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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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원

적으로 담합 행위를 한 자, 경쟁 참가를 방해하

거나 또는 경락자의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방해

한 자, 검사, 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 집행을 방해

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자, 경쟁 참가 자격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

한 자 등이다.

경제 동원 | 經濟動員 | 행정공통

Economic Mobilization

국가 비상 시에 자원의 최적 활용을 가능토록 하

기 위해 국민 경제의 구조와 기능의 변혁을 준비

하고 이행하는 절차이다.

경제 수명 | 經濟壽命 | 행정공통

Economic Life Cycle

장비의 기능에 대한 군의 요구를 가장 경제적으

로 충족시킬 수 있는 지속기간 및 거리를 말하

며, 연간평균 총 소유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경제수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내구 수명, 수명주기, 저장 수명

경제 지원기금 | 經濟支援基金 | 정책/제도

Economic Support Fund

미국과 전략적인 관심사인 안보문제를 가진 선택

된 외국정부에 차관 또는 원조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의 미 정부 프로그램. 이 기금은 상

호협정에 따라 상품, 자본, 또는 기술지원의 수

입에 대한 자금조달로 사용된다. 중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항보다는 국방 및 안보목적에 주

로 사용 된다.(이전 명칭 : Security Supporting 

Assistance)

경제적 보유 재고 | 經濟的保有在庫 | 

사업/계약관리

Economic Retention Stock

흑자 보급 상태 하의 물자 중 장차의 수요 충족

을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처리한 후 재조달하는 

것 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용 가능 재고

를 말한다. 즉 인가 저장품(ASL)의 경우, 저장 

목표(SO) 및 전투예비량(CR)을 초과하는 재고로

서 보급 출처에 대한 청구 또는 조달에 의한 수

준 보충보다도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장차의 사

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를 말한다. 따라서 초

과 재고(excess)라 함은 저장 목표(SO), 전투예

비량(CR) 및 경제적 보유 재고(ERS)를 합산한 

수량을 초과하는 재고를 말한다. 경제적 보유 재

고량의 설정 목적은 기지 보급창의 인가 보유 수

준을 규제하는 동시에 저장 목표 이외에 재고 보

유량을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경

제적 보유량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차의 

수요가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 발생이 전

혀 없을 때에 비로소 초과 처리 한다. 경제적 보

유 재고를 종류별 및 품목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보급 통제 연구 및 보급 수준을 파악할 때마다 

검토한다. 그리고 경제적 보유 재고량의 산정 기

준은 수요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하되 인가 저장 

품목에 추가하여 산출한다. 

☞ ERS(Economic Retention Stock)

경제적 수리 한계 | 經濟的修理限界 | 행정공통

Economic Repair Limits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비 후 사용 가치를 비

교하여 정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

한다. 즉 정비 비용이 어떤 한계 금액을 초과하

면 비경제적이라고 판정하는 한계점이다. 경제적 

수리 한계 적용 시 고려 사항은 전술적 가치, 대

체 자금 획득 가능성, 장비 획득 및 도태계획, 타 

분야 활용도, 경제적 이점 등이다. 

☞ ERL(Economic Repair Limits)

경제적 청구량 | 經濟的請求量 | 사업/계약관리

Economic Order Quantity

1. 적절한 조달과 재고원가를 고려하면서, 지정

된 생산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번 청구하는 가

장 경제적인 부품의 양을 말한다.

2. 단위비용이 최저가 되는 1회 주문량을 의미하

며, 절품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재나 제품

의 발주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주문량을 말한다. 생산관리·구매관리·

자금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관리기법이다.

경제적인 LOT 규모 | 經濟的인lot規模 | 

사업/계약관리

Economic Lot Size

최저단위 원가 범주내에서 구매되거나 생산될 수 

있는 물자단위 또는 제조품목의 수로 이것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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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lot 규모가 증가할 때, 단위준비원가의 감소

추이와 단위보관원가의 증가추이, 이자, 보험료, 

감가상각 및 소유와 관련된 다른 원가들을 포함

한다.

경직성 경비 | 硬直性經費 | 정책/제도

Rigid Expenses

국가의 세출 예산 중 법률이나 확정된 정책 방침

에 따라 지출 규모 등이 미리 정해짐으로써 감축

의 여지가 없는 경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

비, 지방 재정 교부금, 교육 교부금, 행정 사무

비 등이 그 예이다. 경직성 경비는 신규 사업없

이 종래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그 규모

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경파 | 輕破 | 행정공통

Light Destroyed

부대정비 수준의 가벼운 기술로 원래의 기능회

복이 가능한 상태 또는 수준의 피해를 의미하며, 

24시간 이내로 수리 가능하며 부대정비를 요한

다. ☞ 장비 피해 상태

경험 곡선 | 經驗曲線 | 사업/계약관리

Experience Curve /  Learning Curve

기업의 축적된 생산 또는 판매 경험에 따라 원가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제품의 단위당 실질 

원가는 누적 경험량(누적 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저하되어 간다. 그 

저하율은 누적생산량 또는 판매량이 2배가 되면 

원가는 20%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누적생산량이 큰 기업은 원가도 낮고 수익성도 

높다. 이 곡선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구상하는데 

기초가 된다. ☞ 학습 곡선

계단 초과 정비 | 階段超過整備 | 행정공통

Over Standardized Repair

정비 부대별로 설정된 정비 작업 수준의 허용 한

계를 초과한 정비를 의미한다. 정비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제대별로 정비 능력, 

시설, 기술, 공구 인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알맞

은 정비 계단을 설정하게 되며, 이 설정된 제대

별 한계를 초과한 정비를 계단 초과 정비라 한

다. 무분별한 초과 정비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점, 즉 고장 부분 확대 유발, 수리부속품의 소요 

증가, 상급 계단 정비 시설로 후송 확대 등을 방

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계량 | 計量 | 사업/계약관리

Measurement /  Meter

상거래 또는 거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계량 기준 | 計量基準 | 사업/계약관리

Metewand

상거래 또는 거래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계량 단위 또는 값을 정

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

되는 기준기, 물적 척도, 계량기, 계량 방법 또는 

계량 시스템을 말한다.

계류장 | 繫留場 | 전력지원체계

Mooring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대어 놓는 곳을 말한다.

계산 가격 | 計算價格 | 사업/계약관리

Accounting Price

총원가에 이윤 및 수입제세(관세, 농특세) 등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원가계산 가격

을 말한다.

계산 증명 | 計算證明 | 사업/계약관리

Certification of Calculation

금전 회계직 공무원이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 국

고금 회계실적 및 유가증권, 세입세출 외 현금출

납 및 채권관리 등에 대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계수

와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함을 말한다.

계상 | 計上 | 정책/제도

Counting In

계산하여 넣음을 뜻한다. 예산 편성에 넣는 것 

혹은 계산의 예정을 세운다는 뜻이다.

계속 과제 | 정책/제도

Continuing Task

총 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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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

된 과제를 말한다.

계속 사업 | 繼續事業 | 정책/제도

Continuing Project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 이전부터 계획 및 집

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계획된 대

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계속비 | 繼續費 | 정책/제도

Continuing Expenditure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

쳐서 지출하는 경비를 말하며 5년 이내를 원칙으

로 하고, 필요시 국회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계속사업은 기준년도(F+2) 이전부터 계획 

및 집행되어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도 기 계획

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계속비 계약 | 繼續費契約 | 사업/계약관리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1. 계속비는 예산 회계법 제22조에서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

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결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계속비 예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계속비 계약이라고 한다. 

계속비 계약은 장기 계약에 속하는 계약 방법의 

하나로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내용과 

계약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

다는 특징이 있다.

2. 장기계속계약과 유사하나, 국회에서 총예산과 

연도별 연부액이 일괄 승인된 경우 체결하는 계

약이다. ☞ 계약 종류

계속비 대형 공사 | 繼續費大型工事 | 

사업/계약관리

Continuing Expenditure Large Construction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일괄, 

대안입찰공사 등)를 말한다.

계수 회로 | 計數回路 | 사업/계약관리

Counting Circuit

계속하여 나타나는 입력 변화에 대응하여 각기 

다른 회로 상태를 만들어 냄으로써 변화의 반복 

횟수를 알 수 있게 한 계전기 회로를 말한다.

계약 | 契約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1.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서

로 대립된 복수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2.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고 

있는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 계약 대상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1) 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 :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공개적

으로 계약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법.

2) 제한 경쟁 계약 : 일정 가격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공개적으로 계약

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법.

3) 수의계약 : 계약 목적물의 성질, 구조, 기술상 

독점하고 있는 특정인이나 정부의 특정 분야 육

성, 보호를 위한 시책에 의해 특정인(업체, 단체)

과 계약하는 방법

(2) 계약 금액 결정 방법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미리 작성된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

하는 계약   

2)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어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 금액을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이

행 후에 확정하는 계약

계약 권한 | 契約權限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Authority

미 의회에 의해 아직 지출이 승인되지 않은 자금

에서 앞으로 지급할 계약이나 다른 의무사항을 

연방정부기관이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권한사항

에 포함된 예산권한으로 필요한 자금은 차후 예

산활동에서 지급이 가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루어 진다.

계약 금액 | 契約金額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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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Contracted Price

1.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

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단기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약은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계약 금액 조정 | 契約金額調整 | 사업/계약관리

Adjusting of Contract Amount

정부 계약은 계약이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을 도

모하기 위하여 확정 계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개

산 계약이 아닌 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확정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쌍방이 예측할 수 없는 물가의 급격한 등락 

등 경제 여건이 변동된 경우에도 당초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

공평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예산 회계 법령에서는 사법상의 원칙인 신의성실

의 원칙의 일부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확정된 계약 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

액의 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

정, 기타 계약 내용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의 3가지 정형적 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계약 금

액의 조정은 계약 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

항이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정 사유, 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 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분쟁의 방지 

등 계약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1.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2. 설계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3.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계약 기관 | 契約機關 | 사업/계약관리

Contracting Authority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을 위하여 구매계약의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계약 담당 공무원 | 契約擔當公務員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Officer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

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

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

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

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

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

무원을 말한다. 

2. 광의로는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를 총

칭하는 의미가 되겠으나 협의로는 계약서상에 계

약당사자로서 기명(記名) 날인(捺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 즉 재무관이 되며 지방자

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경리관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된다.

계약 담당원 | 契約 擔當員 | 사업/계약관리

Agreement Designee

회계규정 제21조의 재무책임원을 말한다.

계약 대금 | 契約代金 | 사업/계약관리

Value for Contract Performance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

액을 말한다.

계약 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 契約對象用役과 同等 以上 用役 | 

사업/계약관리

The Contract Award Services and  Even More 

Services

기능, 규모, 요구기술수준 등이 당해 입찰대상용

역과 같거나 이상인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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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이란 당해 입찰대상용역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규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 미만인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계약 만료 | 契約滿了 | 사업/계약관리

Expiration of Contract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 이행 기간이 종

료되었음을 말한다. 계약 만료일은 계약서에서 

최종 납품 일자로도 표시되며 계약 만료일 이내

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라서 

지체 상금의 부과 또는 계약의 해제 등 조치가 

따른다.

계약 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 

| 契約 目的物의 完成과 關聯이 없는 資産 | 

사업/계약관리

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물

2. 계약상대자의 출자자나 출연인, 임원 또는 친

족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3.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과 관

련이 없는 자산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지 아

니하는 자산

계약 보증금 | 契約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Contractual Deposit / Deposit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가액의 일부를 계약보

증금이라고 해서 지급하는데 이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하였다는 증거금으로써의 의의와 어느 한편

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위약벌로 몰수의 의

미로 의의를 갖으며 계약금액의 10/100이다.

2.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

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 예정

액의 성격을 갖는다. 국가가 당사자로 되는 계약

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납부방법은 현금,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납부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계약 상대방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

(2) 계약의 상대방이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

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정액전보(正額塡

補)의 특약(特約)이 있는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한 경우

(3)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할 때

(4) 「건설공제조합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동 조합에서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제시

할 경우

(5)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인도인수할 경우

(6) 경매에 붙이는 경우 등에는 당해 계약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단

가계약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할 

때에는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보증금, 이행 보증금, 입찰 보증금

계약 상대자 | 契約相對者 | 사업/계약관리

Partner Agreement

1. 방사청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을 말한다.

2.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 업체 지급 유보금 | 契約業體 支給留保金 | 

사업/계약관리

Contractors Retention Money

생산기간 동안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획득한 

금액으로 향후 계약시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업

체/공급업체에 당장 지불되지는 않는 금액이다.

계약 이행 계획 | 契約履行計劃 | 사업/계약관리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Plan

물품의 계약 조건과 요구된 규격에 충족하는 제

품 생산을 위하여 계약 업체가 수립하는 생산 계

획, 품질 보증 계획, 기술 관리 계획 등의 계획

을 말한다. ☞ CPEP(Contract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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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계약 적출 번호

Evaluation Plan)

계약 이행 기간 | 契約履行期間 | 사업/계약관리

Fulfillment of a Contract Period

계약일부터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분할

납품의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

지의 기간으로 한다.

계약 이행 대가 | 契約移行代價 | 사업/계약관리

Cost of Contract Performance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납품대가 및 기성대가를 말한다.

계약 이행 보증금 | 契約履行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Bond

1. 특정 케이스 또는 사업이 계약서 완료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미 정부에 발생하는 채무를 예상

하여 구매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금액이다. 준비금

은 항상 일정 금액이 아니며 계약 낙찰, 업무 진

행, 대금지불 및 인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되

어야 한다. 기억해야 할 요점은 분할금, 계약업

체 지급유보금 및 계약종결 책임준비금은 대금지

불 일정과 FMS 청구서(DD Form 645)에 포함

된다. DD Form 645에서, 분할금은 Column 6

의 WIP로 기재된다. 총 WIP는 Column 10에 기

재된다. 일단 장비 등이 인도되고 DD Form 645

의 Column 9에 표기되면, WIP 채무 금액이 청

산된다.

2. 수출 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수출 계약의 확

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또는 경쟁입 찰(競

爭入札)에서 계약 낙찰자(契約落札者)의 계약 이

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

금(保證金)을 말하며 입찰 보증금(入札保證金)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현금을 적립하는 때

는 드물고,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대신 제공하

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보증금의 적립은 특히 

거액의 계약이나 납기까지 장시간을 요하는 계

약 또는 외국 정부에 대한 플랜트 수출 계약 등

에 요구된다. 보증서에는 반드시 보증 목적, 계

약 내용을 명시하며 계약 이행 보증의 금액은 보

통 계약 금액의 10%이다. 지급 보증 이행(支給

保證履行) 사유로서는 관련 계약의 불이행으로 

상품 수출 계약의 경우 선적 불이행, 품질 불량 

등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며, 건설·용역 계

약 등의 경우는 공사의 지연(遲延), 하자(瑕疵)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보증기간은 계약 기간 또

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

되며, 때로는 발주처(發注處)가 공사 하자 여부

(工事瑕疵與否)를 확인한 후의 최종 수락(Final 

Acceptance)시까지인 공사 완공 후 1년까지의 

경우도 있다.

계약 인수 | 契約引受 | 사업/계약관리

Takeover Contract

기존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상대자의 모든 계약상 

지위를 제3자(계약인수업체)에게 이전(양도)함으

로써 계약상대자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일반 조건 | 契約一般條件 | 사업/계약관리

General Terms & Conditions

구체적인 조건(예: 월, 일, 기타 특수조건)을 제

외하고 일반적인 상거래 규약으로 통용되는 사항

을 포함하는 계약서의 한 분야를 말한다.

계약 자료 요구 목록 | 契約資料要求目錄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계약된 활동의 결과로 제출

하여야 하는 산출물(문서, 모델, 제품, 자료 등) 

목록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CDRL

계약 잔여 이행 기간 | 契約殘餘履行期間 | 

사업/계약관리

Remaining Period of the Contract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한 날부터 납품기일

까지의 기간. 다만  분할납품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각각의 납품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계약 적출 번호 | 契約積出番號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Shipment Number

물자의 조달에 관한 보충 협정 및 수정 명령을 

부수로 하는 계약 또는 구매서의 번호이며, 적출

지(積出地)에서 계약에 준하여 부여된 발송 번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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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

계약 종류 | 契約種類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Classification

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 계약 : 일반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희망 수량 단가제, 2단계 경쟁 입찰에 의한 계

약, 협상에 의한 계약.

2. 수의 계약

3. 기타 계약 : 종합 계약, 공동계약,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회계 연도 개시전 계약, 계약 

금액 확정 여부에 따른 분류(확정 계약/개산 계

약), 계약 금액에 따른 분류(총액계약, 단가 계

약), 계약 기간 및 예산 승인 여부에 따른 분류

(단기 계약, 장기 계속 계약, 계속 비계약).

4. 방산물자에 대한 계약

(1) 확정 계약 : 일반 확정 계약, 물가 조정 단가 

계약, 원가 절감 보상 계약, 유인부 확정 계약, 

한도액 계약

(2) 개산계약 : 중도 확정 계약, 유인부 원가 정

산 계약, 특정 비목 불확정 계약, 일반 개산 계약

5. 일괄 계약과 분리 계약.

계약 주기 | 契約週期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Cycle

보급품의 일정 보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

과 계약사이의 일정한 주기를 의미한다. 일명 조

달주기라고도 하며, 대분배 계통에서 계약주기는 

보급수준으로 보급품의 청구와 청구사이에 보급

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 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을 말한다.

☞ 조달주기(調達週期)

계약 특수 조건 | 契約特殊條件 | 사업/계약관리

Special Terms & Conditions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계약일반조건은 일반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계약특수조건

은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이행 요구사

항, 납지, 납기, 검수와 인수 등의 추가적이고 세

부적인 계약조건을 말한다. 계약 일반 조건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부가적으로 필요한 특수한 

사항을 조건에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

청 계약 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 계약 특수 

조건에 각 호의 사항(연번, 재고번호, 품명, 단

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

품 내역, 관급 장소, 운송 책임, 관급 시기, 물품 

실무 담당자)을 포함시켜야 하며, 원가 자료 제

출에 관한 사항은 계약 특수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계약 해제 | 契約解除 | 사업/계약관리

Concellation of Contract

1. 발생하고 있는 법률 관계인 계약을 소멸시키

는 행위이다. 계약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해소시켜 그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법률 효과가 생기게 하

는 것이다. 계약해제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1) 약정해제 : 당사자 간에 계약하면서 일방 또

는 쌍방이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여 

발생하는 것

(2)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해제권이 

발생하도록 법에 정해 놓은 해제를 말한다. 보통 

이행지체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재

촉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생긴다. 해제되면 이행하

지 않은 부분에 관한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

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2. 계약 체결 이후 계약목적물 전체의 계약이행

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원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거 처리한다. 즉 계약

이 체결된 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고 

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낳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지체

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도달 시 등).

※ 일부해제 : 계약목적물 일부의 계약이행이 불

가능한 경우, 급부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

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불능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

키는 행위.

계약 해지 | 契約解止 | 사업/계약관리

Termination of Contract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

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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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

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계약 행정 | 契約行政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계약 행정 부대 비용 | 契約行政 附帶費用 | 

정책/제도

Contract Administration Surcharge

조달부터 계약행정, 품질관리 및 검사, 계약감사

에 이르는 모든 FMS 구매에 적용된 부대비용을 

말하며 부대비용 비율은 특정구매국과 계약행정

협정에 따른다.

계약/예산 권한 | 契約/豫算權限 | 

사업/계약관리

Contract/Budget  Authority

FMS 케이스 지원시 의무사항으로 법에 의해 제

공된 권한으로 FMS 프로그램의 운용에는 2가지 

형태의 예산권한이 있다.

1. 예산권한은 신탁자금으로 현 회계연도에 시행

될 FMS 케이스를 나타내는 권한; 계약권한은 현 

회계 연도에 시행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계

획되어 있는 FMS 케이스로 미승인된 것이다. 미

승인된 케이스는 예산권한이 아니라 예산 이행보

고서에 첨부된 스케쥴에 보고되고 있다.

2. 국방부 예산/자금회계에서 계약/예산권한. 예

산의 직접적인 프로그램 부분에서 이 권한은 지

출승인과정에서 발생한다. 예산의 상환가능 부분

에서 이 권한은 고객청구의 영수에서 발생. FMS 

프로그램의 케이스에서 고객청구는 DFAS가 발

행하는 상환가능 청구에 대한 이행기관의 영수에

서 발생한다.

계약관 | 契約官 | 사업/계약관리

Accountant

계약에 관한 사무로서 일부 재무관의 사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이다.

계약서 | 契約書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  Sheet of Contract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

기 위하여 그 합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

를 말한다.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계약서의 작성

이 성립 요건이라는 설과 계약체결의 사실을 증

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이 있으나 통설은 후

설의 견해를 취한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청약

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서의 작

성은 단순한 계약 체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인 것이나 관청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계

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 요건이라 할 수는 없

는 것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계약에 있어

서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계약 담당 

공무원은 법령 위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성과 보고서 | 契約成果報告書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Performance Report

계약성과 보고서는 계약자가 작성하는 문서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내부 사업 성과 관리 체계에 의

해 산출된 성과 정보를 포함한 계약 의무 보고서

로 계약 진행 상황이 기재되어 있다. 

☞ CPR(Contract Performance Report)

계약의 체결 | 契約의 締結 | 사업/계약관리

Conclusion of a Contract

회계예규에는 협상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

의 경우에는 협상종료 후 후속조치(체계개발동의

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 종료후에 계약을 실

시하면 된다.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계약의 목

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

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

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

시키고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

계약자 | 契約者 | 사업/계약관리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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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군수 지원

1. 군용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등 

계약부서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를 

말한다.

2. 계약자란 [국가명 삽입] 법률에 따라 적법하

게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

법하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

는 자를 말한다.

계약자 군수 지원 | 契約者軍需支援 | 행정공통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1.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 업체와 계

약을 통해 정비 지원, 수리부속 지원, 기술 지원 

등 정비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

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CLS(Contractor Logistics Support)

2. 종합군수지원요소를 획득함에 있어 후속 군수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소요군과 협조하

여 일정기간 계약에 의하여 해당업체로 하여금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군수지원을 말한다. ☞ 성과 기반 군수(PBL)

계약후 원가 심사 | 契約後原價審査 | 

사업/계약관리

Evaluation of the Contract Cost

계약행정 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하여 주임계약관 또는 원가회계검증

단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한 이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 활동을 말한다.

계열화 | 系列化 | 정책/제도

Systematization

무기체계의 운용목적과 작전효과, 탑재장비 및 

주요성능 등을 고려, 차별화하여 전력화를 추진

하는 것을 말한다.

계절 변동 | 季節變動 | 사업/계약관리

Seasonal Variation

전자파 전파에 대한 공간 조건이 각 계절에 따라 

달라짐으로써 수신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일 주파수의 전파에 있어서 겨울밤

은 가장 먼 거리에 이를 수 있고 여름 낮은 가장 

짧은 거리 내에 이르지 못한다거나 또는 도약 거

리가 겨울은 여름보다 크다는 것 등의 현상은 모

두 계절 변동의 결과이다.

계정 과목 | 計定科目 | 사업/계약관리

Account Code

계정은 일정한 회계 기간 수입이나 비용의 거래

에 대한 기록이다. 이것은 보급품을 관리함에 있

어서 수시로 변동되는 보급 사항을 일정한 양식

에 기록 유지하는 것을 말하며, 편성 부대에서 

보급품 계정을 위하여 유지할 계정 문서는 재산

대장 및 부록, 보급거래 기록대장, 불출 및 영수

증, 청구서, 자금 사용 기록부 등이며 단위 부대

에서는 재산대장이 부록이다. 거래 내용을 원장

에 기록 계정하기 위해 규정된 거래 내용의 종류

를 계정과목이라고 말하며 계정과목은 거래 내

용을 나타내므로 기록 계정의 궁극적 목적인 회

계 정보를 추출하기에 용이하도록 계정과목이 체

계적,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야 한다. 재고 기

록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계정 과목은 다

음과 같다. 1) 계정 구분(PJ) 2) 자금 계정 부호

(RCN) 3) 수요(DM) 4) 상태(CM) 5) 경로 식별 

부호(RIC) 6) 거래 부대(UC) 7) 기능(FNC) 8) 

품류 부호(ER).

계철법 | 繼鐵法 | 사업/계약관리

Yoke Method

자기 재료의 자화 특성 및 히스테리시스 특성의 

측정 방법으로서 단책형 또는 막대형 시료에 사

용되며, 미리 만들어 진 코일 속에 넣어서 측정

하므로 연선에 손을 댈 필요가 없다.

계측 | 計測 | 사업/계약관리

Measurement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 기록, 계산하며 그 기

구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계측 기술 | 計測技術 | 사업/계약관리

Technique of Measurement

물리적인 양의 측정 기술. 전에는 길이, 질량, 부

피 등 일상 생활과 관계가 깊은 양만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전기적, 열적, 그 밖에 

특히 기본량에 관계가 있는 물리량 전반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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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송

계통 오차 | 系統誤差 | 정책/제도

Constant Error

1.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

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에서 측정량의 참값을 

뺀 값이다.

2.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련의 관측값에 항상 같

은 방향(+ 또는 -)과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오차

로서 관측 횟수에 따라 오차가 누적됨으로써 누

차, 계통 오차 또는 정 오차라고도 한다. 오차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함으로 그 원인과 크기

를 알면 이 오차는 보정할 수 있다.

계통별 성능 시험 | 系統別試驗 | 정책/제도

System Performance Test

전기 기기, 제어 장치, 유체 및 기계적인 보조 계

통을 포함하여 전 계통이 정상적이거나 이에 상

당하는 상태 하에서 계통의 기능이 요건에 만족

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계획 | 計劃 | 행정공통

Planning

제 문제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방책을 구상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대체 행동 

방안을 선택,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

원을 배분하여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윤곽을 수립하

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단은 계획으로서 기획은 

계획에 선행된다. 국방 기획 관리 제도상 기획이

란 위험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며, 적정 수

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계획 가치 | 計劃價値 | 사업/계약관리

Planned Value/Budgeted Cost for Work Scheduled

사업성과관리(EVM)에서 일정 기간에 수행되도

록 계획된 모든 작업의 성과 예산의 합이다. 상세 

작업 패키지, 계획 패키지, 비례 작업을 포함한

다. 해당 기간 또는 누적 가치로 표현 가능하다.

계획 각서 | 計劃覺書 | 행정공통

Planning Memorandum

정식 계획에 앞서 예하 지휘관들이 자신의 계획

에 영향을 미칠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하달하는 단편적인 첩

보 및 지시를 포함하는 문서를 말한다.

계획 금액 | 計劃金額 | 사업/계약관리

Planned Amount

조달판단 시 금액을 말하며 소요군에서 계약관리

본부로 국방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달계획 통

보 시 사용되는 금액으로 조달계획 금액에 해당

된다.

계획 보급 소요 | 計劃補給所要 | 행정공통

Scheduled Supply Requirement

특정 작전, 비상 사태 혹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승인된 보급품을 확보하기 위한 소요를 

말한다.

계획 보수 공사 | 計劃補修工事 | 전력지원체계

Scheduled Repair Work

시설물의 경제적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

는 대규모 보수 공사로서 시설물 재산 가격의 

20~50% 이내의 보수를 말한다. 계획 보수 공사

는 시설 보수 중기 계획에 포함시키고 단계적으

로 실시한다.

계획 소요 | 計劃所要 | 행정공통

Programmed Requirement

비순환 소요의 일종으로서 정확히 그 소요를 예

측할 수 있는 계획된 소요이다. 예를 들면 어떤 

장비의 수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속품, 

계획 공사, 계획 정비 또는 계획 생산에 소요되

는 품목 등의 소요이다. 계획 소요 산정법은 연

간 기지 재생 계획, 정비 계획 또는 순환 정비 계

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원자재로서의 수리부속

품이 소요된다. 이러한 소요를 정비 계획 소요라

고 하며, 이는 과거의 정비 실적이나 재생 실적

에 의해서 부속의 투입 비율을 산정하여 정비 계

획 수량에 곱하여 계산한다. 

☞ PR(Programmed Requirement)

계획 수송 | 計劃輸送 | 행정공통

Planned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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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요 품목

일정 기간 중 정기적인 인원 및 화물에 대한 수송

으로 사전에 계획하여 실시되는 수송이며, 인원 

및 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송으로 각 군 주요 사

령부의 이동 계획서에 포함된 수송을 말한다.

계획 수요 품목 | 計劃需要品目 | 행정공통

Planned Demand Value Item

주기교환품목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계획 정비 

활동 교체를 위해 소요되는 품목이며, 시한성 품

목은 일정 기간 사용 후 반드시 교환하도록 계획

된 품목이다.

계획 예산 | 計劃豫算 | 정책/제도

Planned  Budget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

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

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계획 요구량 | 計劃要求量 | 행정공통

Planning Requirement

장비 품목의 정비가 요구될 때까지의 잔여 시간 

및 요구되는 정비 일자 등에 대한 모든 요구 사

항을 말한다. 이 요구 사항은 시간변화 및 검사 

항목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서식으로 나

열할 수 있다.

계획 잔액 | 計劃殘額 | 정책/제도

Planned Balance

국방예산 각목명세서상에 해당년도 사업비로 편성

된 사업별 계획예산과 승인예산의 차액을 말한다.

계획 정비 제도 | 計劃整備制度 | 행정공통

Planned Maintenance System

1. 장비에 대해 시기적으로 미리 예정해 놓고 수

행하는 서비스나 정비제도를 말한다.

☞ PMS(Planned Maintenance System)

2. 계획정비란 사용부대 계획표에 의해 실시되는 

정비로서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반년, 연간 정

비로 구분한다. 계획정비 제도란 장비가 설계된 

성능대로 작동되도록 사전에 일정한 주기별로 실

시되는 예방정비를 말하며 계획예방정비제도라

고도 한다.

계획 조정 | 計劃調整 | 정책/제도

Plan Adjustment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이 확정된 후 기(旣) 계획된 

사업의 품목과 목표량, 전력화시기 및 자금변동요

인 발생 또는 계획된 사업변경 및 예산배정계획의 

변경으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획 지시 | 計劃指示 | 행정공통

Planning Directive

승인된 방책과 추가적인 계획 지침을 하달하기 

위한 지시로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 절차, 중요 사항 등을 제시하며, 과업 부여

자가 하달한다.

계획 지침 | 計劃指針 | 행정공통

Planning Guidance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참모들의 노력을 통합시키

고 시간을 절약하는 등 계획 발전 방향을 효과적

으로 정립하는 데 필요한 지휘관 지침을 말한다.

계획 체계 | 計劃體系 | 정책/제도

Plan System

기획 체계에서 설정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수립된 중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 

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 판단하고 연도

별, 사업별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

는 과정이다.

계획 초안 | 計劃草案 | 행정공통

Draft of the Plan

부여되었거나 또는 예상된 장차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계속적인 준비과정으로서 계획 

작성과 동의어이다.

계획 출장 | 計劃出張 | 정책/제도

Planned Business Trip

차년도 예산이 승인된 공무국외출장을 말한다.

계획, 결심, 시행 주기 | 計劃決心施行週期 | 

행정공통

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Cycle

상하급 부대간 계획, 결심, 시행 주기의 연계성

을 유지 및 예하 부대 계획 수립 시간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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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침투

여 현행 및 장차 작전을 연계한 전투력 통합이 

가능한 절차를 말한다.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 高高度長期滯空無人機 | 무기체계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

정찰 및 감시 목적을 위한 체류형 무인기로서 테

이프 레코드, 가시거리 데이터 링크, 위성 통신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호크의 주요 제원은 고도 65,000피트까지 비행

이 가능하고, 24시간의 체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합성개구레이더와 전자광학 및 IR 감지기

를 탑재하였다.

고밀도 항공 교통통제 

| 高密度航空交通統制 | 행정공통

High Density Air Traffic Control

일정 지역에서 출발, 도착 및 통과하는 모든 항

공기 교통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한 통

제 형태. 통제관은 시간 혹은 고도 분리를 통하

여 또는 거리상으로 가장 안전한 통로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고성능 안테나 | 高性能antenna | 

사업/계약관리

High Gain Antenna

좁은 전파대를 위한 안테나. 전파의 폭이 좁기 

때문에 무선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낸다. 지

향성 안테나로 알려져 있다. 약한 강도의 신호도 

수신이 가능한 전파 이득이 큰 안테나를 의미한

다. ☞ HGA(High Gain Antenna)

고속 수송선 | 高速輸送船 | 무기체계

High Speed Vessel

1. 미군에서 개발하여 운용중인 21세기형 고속수

송 선박으로 상륙작전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병

력 및 장비의 신속한 수송, 기뢰전 지휘통제, 의

료지원, 재해구조, 대테러 및 인도주의 활동 지

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신 개념의 함정이다.

2. 연안에서는 기뢰 제거 및 특수전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원해 작전 시는 병력 및 장비를 고속으

로 해상 수송하는 것이 가능한 선박. 

☞ HSV(High Speed Vessel)

고속 이더넷 | 高速ethernet | 전력지원체계

Fast Ethernet

많은 수의 100Mbps 이더넷 규격 중의 하나. 고

속 이더넷은 10Base-T 이더넷 규격보다 10

배나 증가된 속도를 지니고 있으며, 프레임 포

맷, MAC 메커니즘, MTU 등과 같은 특성을 그

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 유사성 때문에 기존의 

10Base-T 애플리케이션과 통신망 관리용 도

구를 고속 이더넷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IEEE 802.3 규격 확장판을 기초로 하

고 있다. 비교 항목: Ethernet(이더넷). 참조 항

목: 100Base-FX, 100Base-T, 100Base-T4, 

100Base-TX, 100Base-X, IEEE 802.3.

고속 전술 조치선 | 高速戰術措置線 | 행정공통

High Speed Tactical Line

적기 침투 이전에 조기 대응 조치를 위하여 설정

된 선. 적성 항적이 침투하거나 이 선 이하에서 

탐지될 경우 요격기, 유도탄 및 대공포에 의한 

즉각적인 전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전술 조치선 

전방에 설치된다. 

☞ HSTL(High Speed Tactical Line)

고속 접근로 | 高速接近路 | 행정공통

High Speed Approach

고도의 기동성을 보유한 부대(기갑, 기계화, 차

량화 등)가 목표(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동 공간과 양호한 도로망이 있는 접근

로를 말한다.

고속 주파수 도약 | 高速周波數跳躍 | 

사업/계약관리

Fast Frequency Hopping

신호의 반송파 주파수를 확산 부호에 따라 변화

시킬 때, 디지털 데이터의 주기보다 빠르게 변화

하는 경우를 말한다. 

☞ FFH(Fast Frequency Hopping)

고속 침투 | 高速浸透 | 행정공통

High Speed Infiltration

북한의 비정규전 부대가 아 방어선을 은밀 또는 

강습 침투하여 아군의 기동 장비를 탈취, 신속하

게 중요 지역으로 진입후 교란 및 파괴행위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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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투하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침투 형태를 말한다.

고속 투하 | 高速投下 | 행정공통

High Velocity Drop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이용하여 낙하속도가 매초

당 저속투하(30 feet/sec 이하 속도)보다 빠르고 

자유투하(낙하산 없이 하는 투하)보다 느리게 투

하하는 과정이다.

고수 방어 | 固守防禦 | 행정공통

Defense In Place

강력한 방어 편성과 결전의 의지를 기초로 방어

지역의 상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적의 공격을 

저지 격멸하기 위한 방어 작전의 개념을 말한다.

고스트 계정  | ghost計定  | 사업/계약관리

Ghost Identity 

퇴사한 직원이나 사망한 직원의 계정으로서 이미 

퇴사한 직원이나 사망한 직원의 계정이 시스템에 

남아 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보안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다. 

고시 | 告示 | 정책/제도

Notice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

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

칙을 말한다.

고시 금액 | 告示金額 | 사업/계약관리

Fixed Price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2. 「국계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조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를 말한다.

3. 국제 입찰에 의하는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 등

을 규정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정 가격 

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시한 금

액(국내 계약의 기준 금액으로도 활용)을 말한다.

고압 | 高壓 | 사업/계약관리

High Voltage

전압이 높은 전기. 직류 전류는 750볼트 이상의 

전기를, 교류 전류는 600~7,000볼트 사이의 전

기를 이른다. 600볼트보다 낮은 전기는 저압, 

7,000볼트 이상의 모든 전기는 특별 고압으로 

구분된다.

고압 시험 | 高壓試驗 | 사업/계약관리

High Voltage Test

전기자권선에 명기된 시간, 전압, 상태를 기초로 

하여 섬락과 기타의 전기 파괴 없이 견뎌야만 하

는 전압 시험을 말한다.

고압 자석 점화 방식 | 高壓磁石點火方式 | 

사업/계약관리

High Tension Magneto Ignition System

고압 전류를 발생하는 자석 발전기를 이용하여 

연소실 내에 압축된 혼합 가스에 고온의 전기적 

불꽃으로 점화하는 방식. 전원과 배전부가 일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이고 가벼우며 축전지

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저속 회전 시 

점화 불꽃이 약하고 점화 시기 조정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고에너지 | 高energy | 사업/계약관리

High Energy

MeV(100만eV) 단위로 표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고에너지 입자 | 高energy粒子 | 사업/계약관리

High Energy Particle

일반적으로 100만eV 이상의 고에너지를 가진 입

자들을 말하며 태양풍과 같은 우주선에서 많이 

검출된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러한 입자들은 

전자(電子)·양성자·헬륨핵 등이 있다.

고온 초전도 | 高溫超傳導 | 사업/계약관리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로서 보통 초전도 물

질의 임계 온도는 절대 온도에 가까워 초전도 상

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값비싼 액체 헬륨으로 냉

각해야 하지만, 임계 온도가 높은 재료를 초전도 

체체로 사용하면 냉각 비용이 절감되므로 응용 

범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일례로 바륨·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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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를 섞어 구운 세라믹 초전도체의 경우 임계 

온도가 30°K이다. ☞ HTS(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고온 초전도 케이블  | 高溫超傳導cable  | 

사업/계약관리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Cable 

0°K(-273°C)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있는 합금으로 만든 케이블로서 구리와 금을 제

외한 많은 단일 금속은 절대 온도 0°(-273°C) 근

처에서 전기 저항이 0인 초전도 현상을 가지나 

현상이 있으나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

상이 있는 합금을 사용하여 만든 케이블을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이라 하며 이 케이블은 낮은 전

압 대용량 전력 전송에 많이 쓰인다. 

고온 초전도체 | 高溫超電導體 | 사업/계약관리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전통적인 초전도체 이론인 BCS이론을 따르지 않

는 흔히 30°K 이상의 온도에서도 초전도성을 보

이는 물체를 말한다. 최초의 고온 초전도체는 구

리 산화물 계열이었고 2008년에는 철 산화물 계

열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유 가용도 | 固有可用度 | 행정공통

Inherent Availability

1. 예방정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인 지원환경

하의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할 때 임의의 시점

에서 체계가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2. 계획정비 없이 규정된 조건(규정된 공구, 부

품, 숙련된 인원, 교범, 지원장비 등)하에서 사용

될 체계(장비)가 가동 상태에 있을 확률로서 체

계 자체 요인의 고장만을 반영한 값이다.(대기시

간, 예방정비 지연시간, 행정 및 군수 지연시간

은 고려하지 않음) 이러한 고유가용도는 탐색개

발 단계에서 체계의 설계개념을 설정할 때 활용

된다.

3. 다음 식으로 표시되는 가용도의 한 척도이며, 

무기체계나 장비가 이상적인 지원 환경에서 계획 

정비나 예방 정비 없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가동

될 확률을 말한다. 평균 고장 간격(MTBF)/(평균 

고장 간격(MTBF)+평균 정비 시간(MTTR)). 

☞ IA(Inherent Availability)

고유 결함 고장 | 固有缺陷故障 | 행정공통

Inherent Weakness Failure

규정 능력 이하의 응력(stress)에 아이템 내의 고

유한 결함으로 인해 생기는 고장을 말한다.

고유 번호 | 固有番號 | 사업/계약관리

Identification Number

구체적인 예산활동/프로젝트 회계분류에 따라 

제공될 물자 또는 용역의 형태를 나타내는 군용

물자 및 용역목록(MASL)에서 확인하기 위한 3

자리 부호이다.

고유 정비 인수 | 固有整備因數 | 행정공통

Inherent Maintenance Factor

정비간 평균 시간(MTBM) 고유 파라미터에 포

함되어 있는 무결점 정비 활동율을 계산하기 

위한 인수이며, 다음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IMF=100(MTBF - MTBM Inherent) / MTBF. 

☞ IMF(Inherent Maintenance Factor)

고장 | 故障 | 행정공통

Fault

고장은 결과적인 개념으로서 부품의 기능이 정지

하였거나 열화(劣化)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총

포, 탄약, 기계 등이 불완전한 작용으로 작동이 

안 되거나 부서져서 가동이 정지된 상태를 말하

며,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 요소의 결함이나 외부

로부터의 충격 또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으로 시스템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고장 계통 분석 | 故障系統分析 | 행정공통

Fault Tree Analysis

품목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Event와 그 원인과

의 관계를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

의 그림으로 나타낸 고장계통도를 만들고, 이에 

따라 고장 계통별로 시스템의 고장 원인을 Top-

Down방식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고장 기록 | 故障記錄 | 사업/계약관리

Failure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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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검사 중단을 수행하는 감시 장치의 한 부분

에 위치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자동적으로 기록하

는 절차를 말한다.

고장 기준 | 故障基準 | 사업/계약관리

Failure Criteria

어떤 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열거된 제한 중 실

패와 관련된 규칙들을 말한다.

고장 메커니즘 | 故障mechanism | 행정공통

Failure Mechanism

특정 물품의 고장을 일으키는 기계적, 열적, 

전기적, 화학적, 재료적 과정.고장 메커니즘

은 우발 고장 메커니즘(Overstress Failure 

Mechanism)과 마모 고장 메커니즘(Wearout 

Failure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장 및 손상 영향 | 故障및損傷影響 | 행정공통

Failure and Damage Effects

품목의 운용, 기능, 상태에 대한 고장/손상 유형

의 결과를 식별하여 기술한다. 분석중인 고장/

손상 유형은 대상 조립수준 뿐만 아니라 국부적, 

차상위 품목, 체계(완제품)에 대한 영향을 평가

하여 기술한다.

고장 배제 | 故障排除 | 행정공통

Fault Isolation

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장을 찾는 

작업으로서 제품의 발생된 고장을 해결하기 위하

여 결함의 원인이 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찾기 위해 제반 종류의 시험이

나 평가를 수행한다.

고장 보고, 분석 및 고장 수리체계 

| 故障報告分析및故障修理體系 | 행정공통

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개발 중인 장비를 시험하는 동안에 발생한 고장

(때로는 야전에 배치한 이후 발생한 고장)을 보

고하고 고장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수리 작업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폐쇄 고

리(closed loop)를 형성하여 이를 지속하는 고

장 분석 업무 체계를 말한다. FRACAS를 위해서

는 실제로 작동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고장의 유

발 원인 및 확인된 고장을 수리하는 방법을 보

고해야 하며, 향후에 다루어질 업무들과 연계되

어야 한다. ☞ FRACAS(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고장 부분정비 | 故障部分整備 | 행정공통

Inspect  Repair Only As Necessary

수리정도를 검사로 결정한 후 불필요한 분해수리

를 억제하여 최소한의 정비와 비용으로 설정된 

정비표준을 달성하는 정비로서 장비의 불필요한 

분해로 인한 고장 확대를 방지하는 동시에 정비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정비방법을 말한다.

고장 분포 | 故障分布 | 행정공통

Failure Distribution

시간의 함수로서 고장이 발생하는 모양을 일반적

으로 시간을 가로축에 잡은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낸다.

고장 분포 함수 | 故障分布函數 | 행정공통

Failure Distribution Function

아이템의 고장 수명을 확률 변수로 간주할 때의 

분포 함수. 고장 분포 함수는 F(t)로 표시하며 비

신뢰도 함수라고도 한다.

고장 시간 | 故障時間 | 사업/계약관리

Down Time /  Fault Time

기계나 시스템의 고장으로 운용될 수 없는 시간. 

즉, 어떤 기계나 시스템의 고장 시간은 고장이 

난 후부터 수리하여 운용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계적으로 평균 수리 

간격이라고 한다. ☞ DT(Down Time)

고장 영향 | 故障影響 | 행정공통

Failure Effect

품목의 작동, 기능 또는 상태에 관한 아래의 각 

고장 영향의 결과를 말한다.

1. 국부적 영향(Local Effect) : 고장 형태가 조립 

단계에서 품목의 작동 및 기능면에 미치는 영향.

2. 차상위 수준의 영향(Next Effect) : 고장 형

태가 분석 중인 조립 단계보다 상위 단계에서 품

목의 작동 및 기능면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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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영향(End Effect) : 고장 형태가 시스템

의 작동, 기능 또는 상태면에 미치는 전체 영향.

고장 영향 확률 | 故障影響確率 | 행정공통

Failure Effect Probability

1. 고장의 영향으로 인하여 할당된 위험도 부호

에 해당하는 결과를 일으킬 조건부 확률로서, 이 

값은 손실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분석자

의 판단이 반영된다.

2. 분석 대상 고장 유형의 고장 발생시, 고장

의 영향이 규정된 위험도 부호(Safety Hazard 

Severity Code ; DED 354)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할 조건부 확률 값을 말한다. 이 값은 손실

이 발생할 조건부 확률로써 분석자의 판단을 나

타내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정량화한다.

(1) 실제손실(Actual loss) : 1.00, 

(2) 손실예상 : 0.1~1.0, 

(3) 손실가능 : 0.0~0.1, 

(4) 영향없음 : 0.0.

고장 완화 | 故障緩和 | 행정공통

Fail Soft

기기나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나 안전이 그 구성 

요소의 고장이나 오류 동작에 의해 돌이킬 수 없

는 손실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 

설계 및 적용 형태를 말한다.

고장 원인 | 故障原因 | 행정공통

Failure Cause

1. 고장/손상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 원인을 말

한다.

2. 고장을 야기시키는 설계, 제조 또는 사용 중

에 발생하는 요인을 말한다.

고장 위치 프로그램 | 故障位置program | 

행정공통

Fault Location Program

고장의 위치나 상태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고장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그

램. 보통 고장 진단 시스템의 일부이다.

고장 유형 | 故障類型 | 행정공통

Failure Mode

1. 고장/손상이 일어나는 형태를 나타내며, 분석

되는 각 조립수준의 모든 예측가능한 고장/손상

유형을 식별, 기술한다.

2. 고장에 이르기까지의 Process를 나타내며, 고

장유형을 명시할 때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

형을 다 열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인 여건

과 고장 메커니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어느 정

도 가능성이 있는 고장유형을 중심적으로 기록한

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장유형의  발생을 방지

하는 것이다. 고장유형을 구할 때에는 가급적 고

장원인별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위별이

나 기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도 필요

하다.

3. 고장이 일어나는 형태를 말하며, 분석되는 

각 조립 수준의 모든 예측가능한 고장 유형이 

식별, 기술되어야 한다. 잠재 고장 유형은 적용 

블록선도와 개념도에서 식별되는 품목의 반응

과 기능적 반응 검사에 의해 결정되며, 개별 품

목 기능의 고장 유형은 “고장 유형 및 치명도 분

석”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방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본 규칙에 포함된 체계정의와 고장정의 

내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근거로 분석되어야 한

다. 블록선도내의 기능들이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독립적인 FMEA를 모듈내의 내부 기능들에 대하

여 수행한다. 모듈이 시스템 내에서 하나의 품목

으로 간주될 때, 그 모듈의 입력 및 출력의 가능

한 고장 유형의 영향이 모듈의 고장 유형을 설명

해 준다.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 故障類型-影響分析 |

행정공통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1. 분석대상 품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장유형

을 식별하고 식별된 고장유형에 대한 원인과 고

장이 체계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중심정비(RCM) 및 정비 기능

별 소요업무를 식별하는데 기초 자료가 된다. 

☞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신뢰도 중심 

정비

2. 설계의 불완전이나 잠재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하여 구성 요소의 고장 형태와 그 상위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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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유형 식별부호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으로서 특히 영향

의 치명도(致命度)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FMECA

라 하여 FMEA와 구분하지만 지금은 동의어

로 사용된다. ☞FMEA(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 유형 식별부호 | 故障類型識別符號 | 

행정공통

Failure Mode Code

고장의 유형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부호를 말한

다. 이 부호의 첫 번째 자리는 이 식별 부호가 고

장 유형(F)인지, 손상 유형(D)인지를 나타낸다. 

나머지 세자리 영문자-숫자 형태이며, 특수 문

자는 사용할 수 없다. 고장 유형 식별 부호는 특

정 고장, 혹은 손상 유형에 대한 테이블 내의 정

보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 故障類型影響및致命度分析 | 행정공통

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

1. 어떤 시스템 내의 잠재적인 고장유형들을 식

별하고 이들을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는 절차이

다. FMECA는 보통 두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이

행된다. 첫 번째 부분은 고장유형 및 그 영향성

을 식별하며 (고장유형 및 영향성 분석). 두 번째 

부분은 심각도와 발생 확률의 조합에 따라 고장

모드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치명도 분석)

2.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의 고장유형을 

식별하고, 고장이 기타 부품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고장 원인, 치명도를 Bottom-Up방식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시스템이나 기기

의 잠재적인 고장유형을 찾아내어 기기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모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FMEA와 CA(CriticalityAnalysis)의 통합 개념

이다.

3. 무기체계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유형을 

정의하고, 유형별 무기체계/장비의 운영 및 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장

비 및 사용자에 미치는 치명적 결과를 정량화

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FMECA는 치명적

인 고장의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식별하여 설

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 단계에서 고장 가능

성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사용된

다. ☞ FMECA(Failure Mode And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 유형 확률(β) | 故障類型確率(β) | 행정공통

Failure Mode Probability

고장 발생 시 고장의 영향으로 인하여 할당된 위

험도 부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조

건부 확률로, 이 값은 손실이 발생할 조건부 확

률에 대한 분석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고장 유형분류 | 故障類型分類 | 행정공통

Failure Mode Classification

식별된 고장 유형으로부터 야기된 고장을 기술 

고장 혹은 운용 고장으로 분류하는 한 자리 부호

를 말한다.

고장 유형비 | 故障類型比 | 행정공통

Failure Mode Ratio

1. 특정 고장유형에 대한 부품 고장률의 비율로

서, 고장유형비는 품목 또는 부품이 식별된 고장

유형으로 고장 발생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분석

대상 부품 또는 품목의 모든 고장유형이 기입된

다면 부품 또는 품목에 대한 값의 합은 “1”이 된

다. 각 고장유형의 값은 고장률 자료 또는 시험 

운용제원으로부터 얻어진다. 만일 고장유형 자료

가 가용치 않으면 값은 품목의 기능분석에 근거

한 분석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2. 고려 중인 특정 고장 유형에 대한 부품 고장

률의 비율을 말하며 고장 유형비는 품목 또는 부

품이 식별된 고장유형으로 고장 발생하는 비율을 

소수로 표시한 것이다. 분석 대상 부품 또는 품

목의 모든 고장유형이 누락 없이 기입된다면 부

품 또는 품목에 대한 α값은 ‘1’이 된다.

고장 정비 | 故障整備 | 행정공통

Corrective Maintenance

무기체계나 장비가 고장이 발생한 후 규정된 상

태로 회복하기 위해 수행되는 계획되지 않은 모

든 정비활동을 일컫는다. 고장정비는 고장식별, 

고장부분의 분리와 해체, 교체 및 수리, 재조립, 

점검과 보증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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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률 함수

고장 진단 | 故障診斷 | 행정공통

Failure Diagnosis

장치, 회로 등의 고장 상태를 검출하거나 고장 

부위를 탐색하는 조직적인 조작. 고장의 유무만

을 검사하는 것을 고장 검출이라 하고, 고장난 

곳도 지적하는 것을 고장 탐색이라 한다.

고장 추적 | 故障追跡 | 행정공통

Fault Trace

감시기로 얻어낸 장애가 검출되기 직전의 상태들

에 대한 시간 계열을 반영하는 기능 단위의 내부 

동작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고장 탐지 방법 | 故障探知方法 | 행정공통

Failure Detection Method

1. 특정 고장유형의 발생이 운용자 또는 정비병

에 의해 탐지되는 방법으로 체계/장비에 대한 기

능 저하 또는 고장발생의 판단이 가능한 방법을 

기록한다.

2. 특정 고장유형의 발생이 운용자 혹은 정비기

술자에 의해 탐지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보장치와 운용자 혹은 기술자가 체계/장비가 

기능저하 혹은 고장났다고 확신을 갖도록 하는 

다른 징조들을 기술한다. 만일 징조가 없다면 탐

지하지 못한 고장이 임무 목적 또는 사람의 안전

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를 기술하고, 탐지하지 못

한 고장이 체계의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가능한 2차 결함 상황을 조사한다. 시스템의 기

능 장애 및 고장의 적당한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서 비정상적인 징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징후

의 식별이 요구되기도 하며, 정상적인 징후는 시

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비정상적인 

징후는 시스템이 기능장애를 갖거나 고장이 났다

는 것을 각각 운용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고장 표시기 | 故障表示器 | 전력지원체계

Fault Indicator

고장 또는 한계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을 표시

기나 경보등으로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고장 해석 | 故障解析 | 행정공통

Fault Analysis

어떤 고장 항목의 논리적, 계통적인 시험 또는 

고장의 확률, 원인 및 그 가능성과 실제의 고장 

결과를 구분하여 해석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의 논

리적, 계통적인 시험을 말한다.

고장 허용 한계 | 故障許容限界 | 사업/계약관리

Fault Tolerant

부분적 고장인 경우에도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고장간 평균 시간 | 故障間平均時間 | 

사업/계약관리

Mean Time Between Failures

수리 가능한 시스템에서 고장간의 평균 시간으로 

수리가능한 품목의 신뢰성 특성치를 표현하는 단

위를 말한다. 신뢰성(reliability) 척도의 하나로, 

총운용시간을 총고장횟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만

일 λ를 고장률이라고 하면 평균 고장간격 MTBF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TBF=1/λ.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s), 

MTTFF(Mean Time To First Failure), 평균 

고장간 운용시간

고장률 | 故障率 | 사업/계약관리

Failure Rate

1.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품목의 고장 수를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운용시간으로 나눈 값이다.(=1/

MTBF)

2. 기계나 장치, 기기, 부품 등이 어떤 기간 동안 

고장 없이 동작한 후, 계속해서 어떤 단위시간 

내에 고장을 일으키는 비율을 말한다. 기기류의 

신뢰도함수를 R(t)로 하면 고장률 λ(t)는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어진다. 고장률이 지수분포를 이룰 

경우, 고장률의 역수는 고장 간 평균시간(MTBF)

이 된다. ☞ 고장간 평균시간

고장률 수준 | 故障率水準 | 사업/계약관리

Failure Rate Level

고장률을 몇 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붙

인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고장률 1%/1,000시

간 를 “M수준” 이라고 한다.

고장률 함수 | 故障率函數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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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부 선하 증권

Failure Rate Function /  Hazard Rate Function

특정시간(t)까지 고장나지 않는 아이템 중에서 

순간적으로 고장나는 아이템의 비율을 말하며 위

험률(hazard rate) 함수라고도 한다.

고장부 선하 증권 | 故障附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Dirty Form BL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포장, 수량 등에 고장, 

하자(파손, 수량부족 등) 등이 발생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고전력 효과 | 高電力效果 | 사업/계약관리

High Power Effects

강한 전자파 전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효과로 영구적인 전자파 손상과 일시적인 성능 

저하 모두를 포함한다.

고정 고장 | 固定故障 | 사업/계약관리

Permanent Fault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고장을 구분하는 

경우, 발생 후 일정한 상태로 멈추어 있는 고장

을 말하며 간헐고장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고정 기술료 | 固定技術料 | 사업/계약관리

Fixed Payment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대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중 하나로서 기술자료

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5로 산정한다.

고정 비용 | 固定費用 | 사업/계약관리

Fixed Cost

업무의 규모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액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임차료, 지대, 재산세, 보

험료, 감가 상각비, 설비 이자 등이 있다.

고정 수준 | 固定水準 | 행정공통

Fixed Level

장비, 병력, 시설물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소모

량 및 부대임무 등의 소모계수(Factor)를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절대소요량(실수요)을 일정기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하는 수준이며 이 경우에는 

고정수준이 청구목표가 된다.

고정 안전 수준 | 固定安全水準 | 사업/계약관리

Fixed Safety Level

재고 고갈 방지 요망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과거

의 수요량과 변동 실적을 반영한 뒤, 어떤 규정

이나 예규 또는 행정 명령으로 필요한 예비량의 

안전 수준을 미리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정 

안전 수준은 전 품목에 동일한 일수를 인가해 주

는 것으로서 소요량은 수요율에 인가 일수를 곱

하여 산출한다. ☞ FSL(Fixed Safety Level)

고정 원가 | 固定原價 | 사업/계약관리

Fixed Costs

재산세, 보험료, 감가상각, 각종 공공요금 등이다.

고정 자산 | 固定資産 | 사업/계약관리

Fixed Assets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

기간에 걸친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자산

으로 1년이상 환금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고정 재산 | 固定財産 | 사업/계약관리

Fixed Property

부동산, 기계, 기구 등과 같이 유통 또는 소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산이다. 경제의 활동 수단

으로서 계속적으로 기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말

한다. 즉 고정재산이란 전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

고, 경영 수단으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각

종 재산을 말하며, 고정재산에는 건물, 토지, 기

계, 차량 등과 같이 형태가 있는 유형 고정 재산

과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형 고정 재산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장기 대여

금, 관계회사 대여금, 투자 목적으로 한 유가증

권, 주주 및 종업원에 대한 채권, 기타 사용에 제

한을 받는 현금, 예금과 같은 투자 및 기타 고정

재산 등도 있다.

고정 환율제 | 固定換率制 | 정책/제도

Fixed Exchange Rate System

외환 시세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환율 제

도를 말하며, 금본위 제도 하의 외환 시세 제도가 

전형적인 것이다. 변동폭을 상하 1%로 한정하고 

있는 IMF 체제 하의 외환율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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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탄약 | 固定式彈藥 | 무기체계

Fixed Ammunition

탄환, 탄피, 장약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탄약

으로 포탄형 탄약에 속하며 사출탄, 뇌관, 장약

이 한 약식에 들어 있는 탄약이다.

고주파 | 高周波 | 사업/계약관리

High Frequency

주파수가 3MHz 이상 30MHz 이하를 고주파라 

하고 그 이상은 초고주파라 한다. 전기 공학 일

반론적으로 음향의 가청 주파수를 저주파라 하

고, 그것을 실은 전파 또는 진동 전류의 주파수

를 고주파라 한다. ☞ HF(High Frequency)

고주파 분광 | 高周波分光 | 사업/계약관리

Radio Frequency Spectroscopy

고주파의 진동 전류(振動電流)에 의하여 발생되

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물질 속의 원자핵, 전자, 

분자, 원자, 원자단의 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말

한다.

고준봉급 상륙함 | 孤隼峰級上陸艦 | 무기체계

Go Jun Bong-class LST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건조한 LST 

(Landing Ship Tank : 전차양륙함) 운봉급의 퇴

역을 대비하여 후속 LST 건조사업에 착수해서 고

준봉급이 나왔다. 함의 제원은 만재배수량 4200

톤, 길이 107m, 너비 15m, 흘수 3m, 승무원 120

명이며 수송능력은 차량 700톤, 상륙정 200톤. 

함 명칭은 봉우리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동급

의 함정으로 고준봉 (681), 비로봉(682), 향로봉

(683), 성인봉(685) 등 4척이 있다.

고체 레이저 | 固體laser | 무기체계

Solid-state Laser

레이저 작용을 일으키는 이온을 포함한 고체 유

전체를 이용한 레이저이다. 잘 알려져 있는 고체 

레이저에는 크롬 이온을 포함한 루비 레이저, 네

오디뮴(Nd) 이온을 포함한 유리 레이저, 이트륨

(Y) 알루미늄 가네트(YAG, Y3Al5O12)를 이용

한 YAG 레이저, AAIO3 레이저, L1YF4를 이용

한 YLF 레이저 등이 있다.

고체 로켓 | 固體rocket | 무기체계

Solid Rocket

일정 형태의 고체 추진제를 내장한 화학 로켓. 

추진력을 용이하게 낼 수 있고 저장성이 뛰어나

며, 개발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관측 로켓, 

미사일, 보조 로켓 등에 사용된다. 과염소산 암

모늄(AP)과 같은 산화제와 함께 탄화수소계 고

분자를 연료로 사용하며 알루미늄 등 금속 분말

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 SR(Solid Rocket)

고체 로켓 추진제 | 固體rocket推進劑 | 

무기체계

Solid Propellant

고체로 된 로켓 추진제. 연료에 산화제를 섞어 

장치하고, 산소의 도움 없이 연료와 산화제를 연

소시켜 로켓 추진 효과를 나타내도록 한 약제이

다. 주 원료인 산화제와 연료뿐만 아니라 조금씩 

들어가는 첨가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성능이 달

라지며, 각 추진 기관에 맞도록 추진제의 원료 

성분들을 구성한다. 조성별로는 크게 균질성·니

트라민·불균질성계 추진제로 나눈다. 이 가운데 

미사일이나 우주개발용으로 쓰는 것은 주로 불균

질성계의 복합형으로서, 이것을 복합형 고체 추

진제(composite solid propellant)라고 한다. 조

성하려면 바인더와 연료 역할을 하는 유기물질

의 고분자 재료, 고체 상태의 산화제, 금속 연료

가 필요하며 이밖에 경화제·산화방지제·연소

촉매·가교반응촉매·가소제 등이 쓰인다. 우주

개발용 추진 모터로는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알

루미늄이 들어 있는 복합형 고체 추진제를 가장 

많이 쓰고, 고분자 바인더로는 HTPB(hydroxy 

terminated polybutadiene)를 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는 고에너지 고체 추진제를 쓴다. 이것

은 비추력(比推力)이 크지만 취급할 때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보통 대형 1단 추진 모터보다는 소

형 2단·3단·4단 모터에 사용한다. 최근에는 대

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무공해 고체 

추진제(clean solid propellant)를 개발하였다.

고출력 레이저 | 高出力laser | 무기체계

High Energy Laser

레이저 중에서 에너지의 총량이 큰 레이저 광선

으로서 주로 군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에너



54

고출력 마이크로파

지 레이저에 적합한 것에는 탄산가스를 사용한 

가스 다이나믹 레이저, 수소와 불소의 화학 반응

을 이용한 화학 레이저, 고속 전자 빔에 의한 자

유 전자 레이저, 핵에너지를 사용한 X선 레이저 

등이 있으며, 에너지 총량은 백만 줄(J) 이상에 

달한다. ☞ HEL(High Energy Laser), 고에너

지 레이저(高energy Laser)

고출력 마이크로파 | 高出力micro波 | 무기체계

High-Power Microwaves

특별히 방호되지 못한 전자 장비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직접 에너지 무기이다. 고

출력의 마이크로파를 펄스 형태로 전자 장비에 

발사하여, 전자 장비의 틈새나 연결선을 타고 고

출력 마이크로 펄스파가 침투하여 내부 부품에 

과부하를 걸어서 부품을 녹이거나 작동 불능 상

태로 만드는 원리를 사용한다. 항공기나 미사일 

등의 취약 지점을 관통하여 비행 조종, 엔진, 항

법, 통신 장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미군에서는 공격용뿐만 아니라, 함정 방어용으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 방어용으로도 개발 중이다. 

단, 지나치게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

다. ☞ HPM(High-power Microwaves)

고출력 증폭기 | 高出力增幅器 | 무기체계

High Power Amplifier

무선 송신기 최종단의 전력 증폭기. 위성 통신용 

송신기 출력단에는 3kW급의 진행파관(TWT) 또

는 클라이스트론 등의 진공관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 진공관 소자를 소형으로 고체

화하기 위하여 반도체 소자의 고출력화나 대전력 

합성 회로 등의 개발이 진척되어 수십 W 정도의 

것은 이미 고체화되었다. 

☞ HPA(High Power Amplifier)

고충 민원 | 苦衷民願 | 정책/제도

Civil Complaints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

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

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

원을 말하며 고충민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

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

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

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폭탄 | 高爆彈 | 무기체계

High Explosives / High Explosive Shell

1. 폭풍 및 파편 효과에 의해 인마 살상과 시설 

및 물자를 파괴하는 가장 보편적인 탄약을 말한

다. ☞ HE(High Explosive Shell)

2. 고성능 화약이 들어 있는 포탄이다. 극도로 신

속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고성능 폭발과 

분쇄효과를 발생시키는 폭약을 충전한 포탄으로

서 주로 인마살상용(人馬殺傷用)으로 사용한다.

고해상도 레이더 | 高解像度radar | 무기체계

High Resolution Radar

목표 물체를 향하여 마이크로파를 발사하고 그 

반사파를 받아서 물체의 상태나 위치를 높은 해

상도로 수상관(受像管)에 비추어 목표 물체를 찾

아내는 레이더 장치이다. 

☞ HRR(High Resolution Radar)

공간 정보 | 空間情報 | 사업/계약관리

Space Information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 결정에 필요

한 정보. 공간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에는 실생

활에서 약속 장소 검색, 대중 교통의 도착 정보

와 주변 상권 검색, 자신의 위치 파악, 파악된 위

치 알림 등이 있으며 다양한 전문 분야로 끝없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마케팅 수단으로,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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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문화재 보존·관리, 폭우·태풍·구제

역 등 재난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에 공간 정보

를 활용한다.

공간 정보 산업  | 空間情報産業  | 

사업/계약관리

Space Information Industry 

공간정보를 생산, 관리, 가공, 유통, 활용 또는 

다른 정보, 기술과 융합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지리정보시스템(GIS), 

전자지도, 글로벌위치추적(GPS), 위치기반 서비

스(LBS), u-City 등이 공간정보산업 범주에 포

함된다. 

공개 | 公開 | 행정공통

Make Public

각급 부서가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

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승인 | 公開承認 | 사업/계약관리

Disclosure Authorization

비밀로 분류된 자료에 접근하려는 외국인에게 공

개하기 이전에 요구되는 미군당국에 의한 승인을 

말한다.

공공 기관 | 公共機關 | 사업/계약관리

Public institution+D458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 단서에 규정한 국

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 누리 표시 제도 | 公共nuri表示制度 | 

정책/제도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말하며 정

부가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 및 활용을 확대하

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

한 공공 저작물의 개방 방식을 표준화해 출처·

표시 등 일정한 조건만 준수하면 별도의 이용 허

락을 받지 않고 공공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공공누리 공식 홈페이지

(www.kogl.or.kr)에서는 공공누리 저작물의 등

록과 검색, 공공저작물의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

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마

크를 손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의 

원문 제공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 개방 | 公共data開放 | 

전력지원체계

Public Data Open

정부기관이 업무 목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데이

터베이스, 전자파일을 단순한 외부 공개에서 벗

어나 민간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데이터를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

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공 연구 기관 | 公共硏究機關 | 정책/제도

Public Research Institut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립 연구 기관.

2.「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3.「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 기관.

4. 「고등 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 이전·사업화”라 한다)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공공 연구 기관으로 

정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공공 요금 | 公共料金 | 행정공통

Fees for Public Utilities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

체가 경영하는 사업의 특별한 이익의 창출을 위

해 수수료적 성격으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공

공요금의 결정은 공공요금 심사위원회와 국무회

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에는 철도, 체신, 수도, 전기, 

비료, 연료 등의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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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론

공공구매 론 | 公共購買loan | 사업/계약관리

Public Purchase Loan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

약사실을 근거로 납품이행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재 | 公共財 | 행정공통

Public Goods

국방, 경찰 또는 일반 도로(유료 도로는 공공재

가 아님) 등과 같이 각 개인이 공동으로 소비하

고,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고 정부

나 지방 공공 단체가 공급한다. 광의로는 교육 

등과 같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포함

한다.

공과금 | 公課金 | 행정공통

Utility Bill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

체의 구성원에게 하등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

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의 총칭으로 공공조합비

와 부담금으로 분류한다.

공급 계약 | 供給契約 | 사업/계약관리

Supply Contract

당사자가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대

편에게 이전(移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뜻한

다. 군에서는 조달계약이라 한다. ☞ 계약

공급망 관리 | 供給網管理 | 사업/계약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1. 원재료의 수급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

는 자원과 정보의 흐름 및 전개를 경쟁력 있는 

업무의 흐름으로 관리하려는 관리 시스템으로 

부품, 기자재, 원료 등의 구매 및 조달뿐 아니

라 제조, 보관 및 운송, 유통 및 판매까지 포함

한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에 대해 통합적

인 합리화를 추구한다. ☞ SCM(Supply Chain 

Management)

2. 정보기술을 이용한 경영혁신 기법의 하나로 

공급원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이르는 공급망 상의 

정보·물자·현금의 흐름은 물론 공급망간의 인

터페이스(Interface)를 통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경

영 기법이다. 사내 자원뿐 아니라 자사와 연결되

어 있는 공급자, 외주업체, 판매망, 제3자 물류

업체,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을 하나의 연결된 

체인으로 간주하여 이들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에 

기초한 통합물류와 최적의 의사결정으로 비용절

감 및 효율성 증대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물류

전략 개념이다.

공급자 | 供給者 | 사업/계약관리

Supplier / Vendor

재화(또는 용역)를 판매 또는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한다.

공급자 재고 관리 | 供給者在庫管理 | 

사업/계약관리

Vendor Managed Inventory

재고 관리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으로서, 제

품의 적절한 재고 수준과 재고 정책 등 재고 관

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사용자나 도소매상

이 아니라 공급자(벤더)가 결정하고 관리하는 방

식을 말한다. 

☞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증명서 | 供給者證明書 | 사업/계약관리

Supplier’s Certificate

공급자(Vendor, Distributor 등) 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국가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

야 효력이 있다.

공기 흡입 로켓 | 空氣吸入rocket | 무기체계

Air Breathing Rocket

일반적인 로켓에게 저항 요소가 되는 대기를 추

진제에 이용함으로써, 종전의 로켓보다 비 추력

이 한 단계 높아져 1단계 로켓만으로도 저궤도에 

도달할 수 있는 로켓. 에어 터보 램제트, 스크램 

제트, 레이스 엔진 등의 방식은 고속도, 고고도 

비행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 ABR(Air Breathing Rocket)

공기압 조절 장치 | 空氣壓調節裝置 | 무기체계

Regulator

잠수 장비의 기체 압력을 잠수사가 호흡하기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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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공기를 조절하여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기압 조정기 | 空氣壓調整器 | 무기체계

Air Regulator

공기 탱크의 압축 공기를 일정압력으로 유지하며 

일정 압력 이상시 외부로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

한다.

공동 계약 | 共同契約 | 사업/계약관리

Joint Contract

1.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관서

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라 계약이 구분되어지

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 또는 수급인이 2인 이상

인 경우를 공동 계약이라 한다.

공동 생산 | 共同生産 | 사업/계약관리

Coproduction

기술도입 생산의 한 형태로서 외국과의 기술협력

생산 계약에 의거 양국이 해당품목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생산 후 이를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

는 것을 말한다. 정부 대 정부 또는 정부 대 민간

업체 간에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방위품목의 

제조, 조립, 수리, 정비, 운영의 노하우를 얻게 

된다. ☞ 기술 협력 생산, 조립 생산, 면허 생산

공동 수급 협정서 | 共同受給協定書 | 

사업/계약관리

Agreement of Joint Supply and Demand

공동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 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

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공동 수급체 | 共同受給體 | 사업/계약관리

Joint Supply and Demand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

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공동 수급체 대표자 | 共同受給體 代表者 | 

사업/계약관리

Representatives of Joint Supply and Demand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

를 말한다.

공동 연구 과제 | 共同硏究課題 | 정책/제도

Task of Joint Research

1개의 과제를 2개 이상의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공동 연구형 용역 | 共同硏究型用役 | 정책/제도

Joint Research and Service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

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 와이파이 지역 | 共同WiFi地域] | 

사업/계약관리

Joint WiFi Zone

와이파이 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동통

신 사업자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와이

파이 존. 같은 장소에다 통신 사업자별로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생기는 중복 투자와 

혼선 유발을 해소하기 위해 생겨났다.

공동 이행 방식 | 共同利行方式 | 사업/계약관리

Agreement of Joint Implementation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

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공동 투자 | 共同投資 | 정책/제도

Joint Investment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

는 국내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동 투자 연구개발 | 共同投資硏究開發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정부와 업체(국·내외 업체 또는 외국정부를 포함)

가 공동 투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공동 투자 연구개발 사업 

| 共同 投資硏究開發事業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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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력 계수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

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력 계수 | 空力係數 | 사업/계약관리

Aerodynamic Coefficient

공기 역학적 힘과 모멘트를 무차원화 시킨 상수

를 말한다.

공력 해석 | 空力解析 | 사업/계약관리

Aerodynamic Analysis

비행체에 요구되는 고도와 속도 범위에서 최소 

저항을 갖고 안정 비행을 할 수 있는 외형을 결

정하는 작업이다.

공명 주파수 | 共鳴周波數 | 사업/계약관리

Resonance Frequency

공명 현상이 일어나거나 공명에 의해 가장 강해

지는 주파수를 말하며, 닫힌 튜브의 공명 주파수

는 튜브의 길이에 반비례 한다.

공부 | 公簿 | 정책/제도

Official Book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를 뜻한

다. 행정관서에서 비치하고 있는 토지 대장, 지

적도, 수치 지적도 등과 법원, 등기소에 비치하

고 있는 등기부를 말한다.

공사 감독관 | 工事監督官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Supervisor

해당 공사를 설계도, 설명서, 계약서대로 시공시

키기 위하여 그 감독 업무를 재무관으로부터 위

임받은 자(함정 건조 감독관도 이에 속함)를 말

한다. 책임 감독관은 장교, 부사관 또는 군무원

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감리 | 工事監理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Supervision

공사가 설계도대로 실시되는 여부를 건축사가 확

인하는 행위이며, 「건축사법」 제2조3 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사 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공사 설명서 | 工事說明書 | 사업/계약관리

Specification of Work / Construction Specification

1. 시공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을 설

명한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사용할 재료의 품질, 

작업순서, 마무리 정도 등 도면상 기재가 곤란한 

기술적 사항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2.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

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

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

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

을 말한다.

공사 원가 | 工事原價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Cost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

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 이행 보증서 | 工事履行保證書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Implement Warranty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

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를 대신

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

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일정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

를 말한다.

공사비 | 工事費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Cost

1. 공사 시행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

반관리비 및 이윤, 이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

액이다. 

2. 당해 제품의 생산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

다.(사용 후 잔존가치액은 불인정, 철거에 소요

되는 비용고려)을 말한다.

공산품 | 工産品 | 행정공통

Manufactured Goods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생산물)

으로서 수공업·기계공업·경공업·중공업 등의 

또는 공업 생산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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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 | 工損 | 사업/계약관리

Wastes

물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실물로 발생되는 

손실이다.

공손비 처리 | 工損費處理 | 사업/계약관리

Spoilage Process

제조과정에서 공손품의 발생으로 생긴 경제적 손

실을 공손비라 한다. 원가계산상 공손품을 어떻

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공손비의 계산도 달라진

다. 개별원가 계산에 있어서 정상적인 공손비는 

특정제조 지령서에 부담시키든지 아니면 공손이 

발생한 부문이나 제조간접비로 처리할 수 있다. 

공손비가 특정제품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에는 그 특정제조 지령서에 배부할 수도 있겠으

나 일반적으로 특정작업에 부담되기 보다는 모든 

작업에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공손비

는 제조간접비 계정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공손

이 비정상적인 것이면 원가외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실무상 공손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다양하나, 우리나라 원가계산 기준서에는 

그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공손이 보수에 의하여 회복될 경우나 보수지

령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 지령서에 집계된 

제조원가 전부를 공손비로 한다. 보수지령서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상보수비를 공

손비라 한다.

2. 공손이 보수로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 전

부를 대품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공손이 발생한 

지령서의 제조원가 전액을 공손비로 한다.

3. 공손이 보수로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그 일

부를 대품으로 생산할 경우에는 대품생산을 위한 

지령서의 제조원가를 공손비로 한다.

공손품 | 工損品 | 사업/계약관리

Spoiled Work

재료의 불량, 설비의 결함, 종업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말미암아 표준적인 규격에 합격하지 

못한 제품 또는 재공품이 있는 경우 그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한다.

공수 | 空輸 | 행정공통

Airlift

1. 필요한 병력, 장비 및 물자를 지정된 장소에 

공중을 통하여 하는 수송. 전투 병력의 전개, 물

자 및 장비 수송, 환자의 공중 수송 및 공정 부대

의 공중 투하 등이 있다. ☞ AL(Airlift)

2. 병력, 장비 및 물자를 필요한 장소에 공중으

로 수송하는 것으로 한 비행장으로부터 다른 비

행장 또는 투하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공수 취급소 | 空輸取扱所 | 행정공통

Air Terminal

1. 수송기 및 헬기로 공수하는 인원, 화물 및 우

편물을 탑재, 하역, 보관하며 공수에 따르는 공

수통제문서처리,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2. 공군에서 공수항공기에 의해 수송되는 병력, 

장비 및 화물을 접수 및 검수, 적·하역, 보관, 

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공수지원에 소요되는 장비와 장구류를 

관리/운영하는 부대이다.

공수 통제 본부 | 空輸統制本部 | 행정공통

Airlift Control Center

1. 전구 항공 통제 본부 내의 공수 관계 전담 부

서이며 공수 통제 기구의 핵심부로서 모든 공수

작전에 관한 임무를 접수하고 계획, 지시 및 통

제하는 중추적 기구이다. 

☞ ALCC(Airlift Control Center)

2. 지정된 공수작전을 통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공군요원으로 구성된 부서로서 

통상 이동통제와 통신, 단말 시설과 관련된 지원

기능과 공군 및 지상전투부대와의 연락, 첩보제

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시 보고 | 公示報告 | 사업/계약관리

Report Disclosure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적 품질 검토 | 公式的品質檢討 | 

사업/계약관리

Formal Qualification Review

전반적인 체계시험이 완료된 후 수행되는 체계수

준의 형상감리를 말한다. 체계상의 성능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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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 여부를 확인하며 체계의 각 형상 항목에 대

하여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기능이 체계규격서, 

H/W 개발규격서, S/W 요구사항 규격서의 만족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보

고서 및 시험자료를 식별한다. 또한,어떤 형상항

목의 시험결과가 불충분하거나 배치, 운영경험자

료가 필요할 때는 전체적인 공식 품질검토와 분

리하여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에 실시한다.

공여 | 供與 | 사업/계약관리

Grant

정부에 의해 무상으로 선택된 국가에 제공되는 

자금, 장비 또는 용역을 포함하는 지원형태이다.

공역 통제 | 空域統制 | 행정공통

Airspace Control

1. 우군 간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공 작전을 용이

하게 하며, 작전 임무 수행 시보다 큰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역 사용상의 안전성, 

효율성 및 융통성을 향상시켜 전투 효과를 제고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전투지대에서 아군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면

서 화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역사용

을 협조, 통합, 조정 및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역통제는 제한된 공역에서 작전활동의 융통성

을 주기 위해 실시한다.

공역 통제 수단 | 空域統制手段 | 행정공통

Airspace Control Measures

1. 한정된 구역의 공역 사용을 통제하는 공역 통

제 계획에 의하여 규정되는 규칙, 원칙 및 지시

등이 있다.(예：저고도 통행 경로, 고밀도 공역 

통제 구역, 항공기 확인 지점, 육군 항공기 표준 

비행로)

2. 전투지대 내에서 전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역의 일부 사용을 제한 및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통제수단으로 포병고도, 협조고도, 

표준 육군항공 비행로, 육군비행회랑, 근접항공 

지원회랑, 무인정찰기 비행회랑, 최소위험경로, 

작전제한구역 및 지역에 대하여 통제한다.

공역 통제반 | 空域統制班 | 행정공통

Airspace Control Element

통합 화력 지원실 및 전술 항공 지원반(TASE)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상급 부대의 지시

나 공역 사용에 대한 지휘관의 개념에 입각하여 

공역 사용을 관리 및 협조하며, 전술 항공기 운

항에 대한 첩보 제공, 방공 수단의 사격 통제 건

의, 항공 항로의 협조, 방공 계통으로 획득된 정

보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 ACE(Airspace Control Element)

공역 통제소 | 空域統制所 | 행정공통

Airspace Control Center

전구 항공 통제 본부(TACC) 내의 통제 기구(공

역과, 전투 협조반, 해군 파견대, MCRC 등). 작

전 지역 공역 사용에 대한 조정, 통제, 협조 등의 

책임을 담당한다. 

☞ ASCC(Airspace Control Center)

공용 차량 | 共用車輛 | 행정공통

Public Vehicles

직원 출·퇴근, 공통적인 업무 수행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차하여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용차

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공유 데이터베이스 | 共有database | 

사업/계약관리

Shared Database

두 체계 이상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를 구현한 체

계 내의 유일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공유 자원 포털  | 公有資源Portal  | 정책/제도

Public Resources Portal 

정부나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사람들의 수요가 높고 스마트폰 앱 같은 서비스

로 재창출이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 서비스를 제

공하는 포털 사이트.(www.data.go.kr) 공공 취

업 정보, 식품 안전 정보, 보육 정보, 기상 정보, 

교통 정보 따위를 제공하고 있다. 

공유 재산 | 公有財産 | 정책/제도

Public Assets / State Property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소유에 속하고 공공의 목

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는 공공 단

체가 소유하는 화폐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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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권리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지방 재정법

에서 정한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지방 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 

재산은 지방 자체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가 된다.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

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공영 사업 또는 그 시

설에 공용된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

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

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이다.

공유 저작물  | 共有著作物  | 행정공통

Common Literary Work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공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국가가 보유 관리해 공개를 결정한 저작

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등

이  포함된다. 

공유지 | 公有地 | 정책/제도

Public Land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말한

다. 예를 들면 도·시·군 등의 소유 재산이 이

에 해당된다.

공인 인증서 | 公認認證書 | 정책/제도

Certificate

1.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입찰대리인 또는 

기관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인증서 및 기관

인증서를 말한다. 다만, 공인인증서에는 개인 및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전자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 키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전자신분증을 말한다.

3.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인터넷 뱅킹, 전자민원(G4C), 전자입찰, 

인터넷 주택청약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홈페이지의 로그인 수단

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공장 등록 | 工場登錄 | 사업/계약관리

Factory Registration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외 부대시설을 갖춘 

공장을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하는것을 말한다.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등록은 

의무사항이고, 50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공장 수락 시험 | 工場受諾試驗+B533 | 

정책/제도

Factory Acceptance Test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

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

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인증 시험이다. 

☞ FAT(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 시험 장비 | 工場試驗裝備 | 정책/제도

Factory Test Equipment

자재, 기기, 부품 등 기자재가 설정된 기술요건

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 공장에서 내

보내기 전에 수행하는 각종 시험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 FTE(Factory Test Equipment)

공장 인도 조건 | 工場引渡條件 | 사업/계약관리

EX-Works

매도인이 물품의 출하지인 자신의 영업장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수출통관을 마치지 

않고 물품 수령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

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물품을 놓았을 

때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인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뿐만 아니라 기타의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을 인도 장소로 지정

할 수 있다. 

☞ EXW(Ex-works) ☞ 무역 거래조건

공정 | 工程 | 사업/계약관리

Process

작업 직능의 동종성, 직제 상의 권한과 책임 및 

기계 장치의 장소적 배치 등을 기준으로 설정한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공정 가격 | 公定價格 | 사업/계약관리

Official Price

정부가 경제 통제상의 필요로 일정한 상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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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가액

하여 정해놓은 가격이다. 국가가 일정한 정책 목

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직접적으

로 결정되는 가격으로 최고 공정 가격과 최저 공

정 가격으로 통제된다. 상품은 그 가격이 생산비

를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생산 공

급되며, 공정 가격도 결국 그 비용의 제약 하에 

있다. 만약 상품 공급이 생산비 이하로 만들어 

질 때에는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할 것

이다. 그러므로 공정 가격도 어떠한 방법으로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보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

법으로 생산비의 저하를 도모하여 가격을 인하하

지 않으면 가격 공정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공정 가액 | 公定價額 | 사업/계약관리

Official Price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공정 검사 | 工程檢査 | 사업/계약관리

Process Inspection

1. 앞의 제조 공정이 끝나서 다음 제조 공정으로 

이동하는 데 실시되는 검사로서 중간 검사라고도 

하며, 이 검사는 다음 공정으로 불량품이 들어가

는 것을 막기 위한 검사이다.

2. 제조 과정 간 각 제조 단계별로 합격된 원자재 

투입여부 및 불량 부품의 혼입, 기타 기계가공으로 

발생된 제품의 불량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공정 관리 | 工程管理 | 사업/계약관리

Process Management

1. 기술적 작업의 과정을 경제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대량 생산 방식에서 공정도나 공정표에 따라 

계획적으로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3. 공장에 있어서 원자재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

르기까지의 자재, 부품 조립 및 종합 조립의 흐

름을 순서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

고, 공정을 결정하고 예정을 세워 작업을 할당하

고 독촉하는 절차. 공정 관리의 목적은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제품을 소정 기일까지 생산하기 

위하여 인적노 력과 기계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

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공장의 생산 활동을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 도표 | 工程圖表 | 사업/계약관리

Process Chart

1. 하나의 물품을 가공하여 나가는 과정을 표시

한 도표를 말한다.

2. 제조 공정이나 일의 순서에 있어서의 일련의 

작업을 그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고 그것을 도형

으로 표시하는 방법. 즉 이것은 개선을 위한 공

정(순서)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며 공정 

도표 중 방법 연구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작업원 분석표와 경로도이고, 경로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흐름 도표를 사용한다.

공정간 검토 | 工程間檢討 | 사업/계약관리

In Process Review

군수지원분석 입력제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행

위를 말한다.공정간 검토자료(군수지원분석 관리

번호,GBL,도면분석자료, CM, RAM, Matrix, 

정비계단 선정자료, 정비업무분석 등)를 이용하

여 군수지원분석자가 설정된 군수지원개념에 맞

추어 각 품목의 군수지원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공정간검토 결과는 군수제원점검 및 ILS-MT를 

통해서 체계에 반영된다.

공중 교환 전화망 | 公衆交換電話網 | 

전력지원체계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전화에 의한 사람의 음성 정보를 소통시킬 목적

으로 설치된 통신망으로 전화를 발명한 벨의 시

대로부터 발전해온 회선 교환 방식 전화망의 집

합체를 말한다. ☞ PSTN(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공중 전술 지휘소 | 空中戰術指揮所 | 무기체계

Air Tactical Command Post

주요 전투에 대한 신속한 상황 판단 및 통제가 

요구될 경우 또는 예하 부대와 통신이 두절되었

거나 지형의 격실로 지상 전술 지휘소에서 통신 

망 유지가 곤란할 경우 지휘 및 통제에 필요한 

필수 인원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공중에서 작전을 

지휘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지휘소이다. 

☞ ATCO(Air Tactical Command Post)

공중 투하 | 空中投下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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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 개발

Air Drop

1. 전술적 상황이 시간적, 공간적, 지형적으로 제

한을 받거나 항공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작전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우군 작전 지

역, 고립 지역 또는 적 지역에 필요한 병력, 장비 

및 물자를 투하하는 행위. ☞ ADRP(Air Drop)

2. 병력 및 화물을 공중수송하여 목적지의 상공

에서 저고도 낙하산 추출 방식에 의해 투하하거

나, 낙하산과 화물을 특수 완충물질을 사용하여 

중고도 이상 공중에서 투하하는 방법이다.

공채 | 公債 | 정책/제도

Public Loan

국가 및 기타 공공 단체의 채무로서 국가의 공채

를 국채, 지방 공공 단체의 공채를 지방채라고 

한다. 공채를 조세와 함께 국가의 중요한 수입의 

하나로서 그 종류는 내국채, 외국채, 임의 공채, 

강제 공채, 국채, 지방채로 구분 할 수 있다. 이

는 차관과는 다르며, 사채와도 구분하여야 한다.

공탁 | 供託 | 사업/계약관리

Deposit

물건의 보관을 의탁하는 것이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 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에 임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변제 공탁, 담보 

공탁, 보관 공탁, 특수 공탁 등이 있다.

공통 관점 아키텍처 | 共通觀点architecture | 

정책/제도

All View Architecture

방위사업청의 운용 아키텍처, 체계 아키텍처, 기

술 아키텍처 전분과에 걸친 산출물 정보를 제공

하는 아키텍처로 산출물에 대한 원칙, 범위, 개

요 또는 현황을 말한다.

공통 운용 환경 | 共通運用環境 | 정책/제도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1.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구성요소의 재사용과 구

성요소 간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체계 기

반 환경을 말한다.

2. 국방 정보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

련의 소프트웨어 집합체로서 데이터와 소프트웨

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환경을 말한다. ☞

COE(Common Operating Environment)

3. 군 정보화기반구조(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DII)의 공통운용환경은 기반구

조의 통합지원서비스들과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시함으로써, 임무영역

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구조의 원

칙, 지침 및 방법론을 제공한다.

공통 원가 심사 | 共通原價審査 | 사업/계약관리

Common Cost Evaluation

동일 업체에 대하여 2개 이상 원가팀 또는 여러 

계약 품목에 적용될 공통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

정·확정하여 원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

는 심사활동을 말한다.

공통 장비 | 共通裝備 | 전력지원체계

Common Equipment

육해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사용하는 장비 중 3

군 공통 군수지원 품목으로 선정된 장비이다. 일

시적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장비는 공통 장

비에서 제외된다.

공통 정비 지원 | 共通整備支援 | 행정공통

Common Maintenance Support

국방 공통 장비 및 물자를 지원군 책임하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자군 및 타군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이다.

공통 컴포넌트 | 共通component | 정책/제도

Common Component

체계개발시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의 집합을 

말한다.

공통비 | 共通費 | 사업/계약관리

Common Cost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불가능한 원가를 말한다.

공학 개발 | 工學開發 | 정책/제도

Engineering Development

미국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의 한 단계로서, 군사용 적합으로 승인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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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추정

공급되지는 않았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공학(공학 설계, 기타)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

을 포함한다. 기술개발이라고도 한다.

공학적 추정 | 工學的推定 | 정책/제도

Engineering Estimation

비용 추정 방법의 하나로서 비용 요소를 세부비

용 요소로 분류하고 비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

용을 산출한 다음, 세목별로 추정된 비용을 전체

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원가공학적 추정이라

고도 한다. ☞ 비용 추정, 매개변수 추정

공학적 추정법 | 工學的 推定法 | 정책/제도

Engineering Estimating Method

작업분할구조(WBS)별로 비용을 추정, 합산

하여 전체 비용을 산출하는 비용분석방법으로 

bottom-up 방식에 해당된다.

공해 자유권 | 公海自由權 | 정책/제도

Freedom of High Seas

국제 관습법의 일반 원칙에 따른 공해에서의 자

유로서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 상공 비행의 자

유,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 인공 도서 등 시설물 

부설의 자유, 어로의 자유와 과학적 조사의 자유

가 권리로서 보장된다.

과목 이용 | 科目利用 | 정책/제도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각 장, 관, 항(입

법 과목) 간에 상호 융통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

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

을 얻을 경우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

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 가능한 경비를 보면 기

본급(101), 수당(102), 비정규직 보수(103), 관

서 운영비(201), 복리 후생비(205), 토지 매입비

(403), 시설비(404), 재해 대책비, 환율 변동 등

으로 인한 원화 경비 부족액 등이 있으며, 이용 

과다시는 계획의 잘못을 추궁하게 된다.  과목 

전용(科目轉用)예산이 정한 각 세항, 목(행정 과

목)간에 상호 융통성을 허용하여 효율적으로 집

행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권자의 승인하에 바꾸어 

집행하는 행위로 전용을 통하여 확보한 예산은 

회계 연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과보유 자산 | 過保有資産 | 사업/계약관리

Over Assets

수리부속 재고 관리 측면에서 실소요(RO+DO) 

및 인가 수준보다 많은 자산(OH+DI)을 말하며 

재활용품, 경제적 보유 재고, 처리 대상 품목으

로 구분된다.

과실 책임 | 過失責任 | 정책/제도

Liability with Fault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는 배상 

책임이다. 

1. 불법 행위법의 법리로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

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근거해 책임을 지우

는 것으로 여기서 과실은 고의가 결여되어 있

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부주의가 있는 것

(negligence).

2. 생산자의 제품에 명백한 결함이 있고, 그 결

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에게 인적·물적 피해

를 초래했을 때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배

상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조물 책임의 일종(fault 

liability).

과정 모델 | 過程model | 정책/제도

Process Model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것으

로 수학적, 논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

의 동적인 관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

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 모델링

과제 담당관 | 課題擔當官 | 행정공통

Project officer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이행 전반에 대한 감

독 및 책임이 있는 제기부서의 팀장을 말한다.

과제 수행 기관 | 課題遂行機關 | 행정공통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

관 및 위촉연구기관을 말한다.

과제 책임자 | 課題責任者 | 행정공통

Subject Responsible Person

해당 연구 과제를 총괄하는 자로서 연구에 대한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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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정보 | 科學技術情報 | 사업/계약관리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과학 기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하여 

생산한 정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기초 과학

과 응용 과학, 군사 분야에서 무기 시스템에 관

한 과학 기술 연구 정보 등이 해당된다. 

☞ STI(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관계 | 關係 | 정책/제도

Relationship

두 개의 개체 혹은 동일한 개체의 인스턴스간의 

연관을 뜻한다.

관급 물자 | 官給物資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계약 하에 인도될 완성품목에 부착되거나, 통합

될 또는 계약이행에 소모될 정부 재산. 제한적이

지는 않지만 원료 및 중간재, 수리부속, 구성품, 

결합체, 소도구 및 보급품 등을 포함한다.

관급 부품 | 官給部品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Component

계약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부품을 말

한다.

관급 자재 | 官給資材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물품 제조 또는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

질, 수급 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로서 시멘트, 철근, 레미콘, 

흄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급 자재는 제조 

또는 공사의 필수 소요 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며 다량구매로 인한 예산 절약(연간 단가 계

약)이 가능하고 공사 준공 지연을 예방할 수도 

있다.

관급 재료 | 官給材料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관급 재료비 | 官給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Price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가공·조립되는 관급재료

의 금액을 말한다.

관급 재산 | 官給財産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Property

정부가 획득하여 계약업자에게 제공하였거나 계

약업자가 정부 계정으로 획득하였거나를 막론하

고, 정부가 계약업자에게 제공한 모든 재산을 말

한다. 

☞ GFP (Government Furnished Property)

관급품 | 官給品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1.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

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재료·

부품 등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부

로부터 대여 또는 양도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입한 기계장치·치공구(治工具)·검사용계기 

등을 말한다.

2. 정부에서 “을”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

술자료를 말한다.

관급품 위험 보증 | 官給品危險保證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Risk Guarantee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하는 관급품의 손/망실 위험에 대비하

여, 「군수품관리법」 제 24조에 따라 시행하는 보증

조치를 말한다. 보증조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

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관능 검사 | 官能檢査 | 사업/계약관리

Organic Function Inspection

단순기능 혹은 비기능 품목의 외형치수, 도장상

태를 검사 간에 노련미에 의거 확인하는 검사이

다. 인간의 5감(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사용하여 군이 요구한 조건의 기존 자료와 그 현

품을 비교·분석하여 판정을 하는 검사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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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다. ☞ 시제품검사, 정밀검사

관리 | 管理 | 사업/계약관리

Management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물을 설정하고 달성

하는 과정으로 여기에는 기획, 편성, 지시, 협조, 

통제와 임무 달성을 위한 계속적인 기능이 포함

되나 권한과 책임 행사는 제외된다.

관리 가격 | 管理價格 | 사업/계약관리

Administered Price

독점적 또는 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

업이 제품의 수요 관계를 무시하고 항상 일정하

게 높은 이윤을 포함시켜 정한 가격이다.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과점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기

업은 조업도를 조작함으로써 수급을 조정하여 가

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그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가격을 관리 가격이라 한다. 기업

가들은 반드시 가격 하락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

니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을 변화시키

지 않으려고 한다. 즉 생산비가 등귀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라도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

고, 반면에 생산비가 하락하는 과정에 있다 하더

라도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이러

한 관리 가격에 대해 불황기에 무제한으로 가격

이 폭락하면 불황을 한층 확대, 심화시키고 호황

기에 가격을 자의로 대폭적으로 인상시키면 그 

반동의 위험성이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하여 관

리가격 정책을 찬성하는 측과, 반면에 대기업이 

기술 혁신에 의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경

우에 가격을 경직화시킨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이익이 전부 대기업에게만 귀속되어 버린다는 견

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측이 있다.

관리 감독비 | 管理監督費 | 사업/계약관리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고려한 비용으로 기존 

재정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관리 개선 | 管理改善 | 정책/제도

Management Improvement

조직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 및 경제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

한다. 관리 개선 제안이라 함은 군의 제안 제도

의 일환으로서 최소 한도의 인력, 물자, 예산을 

사용하여 임무 수행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의 제

안을 통해서 업무의 개선, 생산 효과의 증진, 장

비 및 도구의 개량, 공정제 도의 합리화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리 과제 | 管理課題 | 정책/제도

행정기관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계획된 기간

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리 기술 | 管理技術 | 행정공통

Management Skills /  Managerial Skills

산업의 근대화와 조직의 대형화에 따라 요청되는 

경영 관리상의 여러 기술이다. 거대한 조직에서

의 인간은 개인적인 질(質)로서 보다는 서로 교

환 가능한 양(量)으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의 호

환성(互換性)·물상화(物象化)가 두드러지는 반

면, 조직 운영상 인간의 계상 가능성과 예측 가

능성 및 조직 능률의 증진이 한편으로 강력히 요

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리 체계의 정비와 관리 기술의 도입이 불가결

한데, 이러한 관리 기술은 F.W.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위시하여 H.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 

직계제(職階制)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관리 등에 

의해 추진, 발달되어 왔다. 근대적 경영에 필요

한 관리 기술은 조직·인사·생산·판매·제품 

개발·품질·OR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조

직 관리상의 라인·스태프제(制)의 활용, 인사관

리상의 상호평가제(Mutual Rating) 등이 한 예

이다.

관리 도메인 | 管理domain | 행정공통

Administrative Domain

보안 정책, 보안 모델 또 는 보안 아키텍처에 의

해 정의된 환경이나 컨텍스트를 말한다.

관리 목록 | 管理目錄 | 행정공통

Management Catalog

군수품에 대한 재고번호, 단가, 포장단위, 공급

회사, 참조발주원 등이 수록된 목록으로 목록은 

재고번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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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 보급소

관리 전환 | 管理轉換 | 행정공통

Management Conversion

1. 군수품을 다른 물품 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

하여 재활용 또는 재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 

전환을 위해서는 사전에 회람 또는 전시함으로써 

관리 전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관리 

전환은 크게 나누어 부대 재산의 관리 전환과 개

인 피복의 관리 전환으로 나눌 수 있다.

2.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

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하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

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 통제 자료 | 管理統制資料 | 사업/계약관리

Management Control Data

수요군/기관별 품목관리를 위한 고유 자료항목

들로서 품목기본철 SEG-H에 수록되고, 해당 

군/기관에서 관리한다.

관리 회계 | 管理會計 | 사업/계약관리

Managerial Accounting

경제적 실체인 내부의사 결정자(경영자)에게 관

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로서 내부 경영계획과 경영통제활동에 초점

을 맞추는 내부보고 지향적 회계시스템으로 외부

의사결정자(채권자, 주주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는 대응되는 개념이다. 관리회계가 수행하는 기

능을 관리회계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결정, 원가통제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이

다. 이와 같은 관리회계의 역할로 볼 때, 원가회

계는 관리회계의 한 분야로 포함될 수 있다.

관리도 | 管理圖 | 사업/계약관리

Control Chart

관리도는 공정의 관리 상태를 나타내는 품질 특

성치에 의해 그려진 꺾은선 그래프로서 제조 공

정을 안정 상태(State of Control)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품질 관리 기법의 일종이다. 관리

도에는 한 개의 중심선과 그 선의 상하에 두 개

의 관리 한계선을 그려 놓고 공정의 상태를 나타

내는 특성치를 기입하였을 때 그 점이 관리 한계

선 안쪽에 있으면 그 공정은 관리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점이 관리 한계선 밖으로 벗어

나면 공정에 무언가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제거하

고 재발 방지의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공정을 관

리 상태로 이끌어 갈 수 있다.

관리비 | 管理費 | 행정공통

Maintenance Cost

관사시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세대별 부담금을 말한다.

관리비 할증료 | 管理費 割增料 | 행정공통

Administrative Surcharges

퇴거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퇴거 기한내에 퇴거

치 않을 경우 관리비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부담

금을 말한다.

관리자 취급 품목 | 管理者取扱品目 | 행정공통

Manager Handling Item

자동화 보급 체제로 전환에 따라 총 취급 품목을 

관리자 취급품목과 기계 취급품목으로 구분하며, 

관리자 취급품목은 성질상 또는 관리 통제 목적

상 컴퓨터에 의한 처리가 곤란하며 수작업에 의

해서만 처리하는 품목이다. 예를 들면 재고 번호

의 자리수가 전산 자료철 상에 할당된 자리수를 

초과하는 품목(통상 15자리)과 재고 번호가 부여

되어 있지 않은 품목, 불출 수량이 전산 자료철 

상에 정한 불출 단위 이하인 품목, 기타 특정 사

유가 있는 품목이다.

관리자 통제 품목 | 管理者統制品目 | 행정공통

Manager Control Item

컴퓨터에 품목 제원을 수록하여 청구서 처리, 계

정 및 불출증 작성을 전산화하였으나 청구량에 

대한 조치 사항을 관리자가 결정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전산 처리가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관변 보급소 | 管邊補給所 | 전력지원체계

Pipehead Supply Point

유류품을 저장, 분배 또는 타 수송 방법에 의한 

추진을 하기 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받아내는 보

급소로서 송유관의 하류 최종 지점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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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관사 | 官舍 | 행정공통

Official Residence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군인 및 공무원에게 청 근

무기간 중 주거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물로써,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관사(공관·DAPA·공릉

동) 및 지방관사(창원·사천·김해·구미·울

산·거제지역)와, 형태별로는 방위사업청장이 공

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공관, 가족주거용 일반관

사(이하 ‘일반관사’라 한다) 및 독신자 숙소로 구

분한다.

관사 입주보증금 | 官舍入住保證金 | 행정공통

List of Move-in Deposit

관사의 운영을 위해 징수하는 각종 세대별 부담

금의 체납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사

입주 대상자에게 입주 전에 징수하는 소정의 보

증금을 말한다.

관성 | 慣性 | 사업/계약관리

Inertia

물체가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상태를 지

속하고자 하는 성질. 뉴턴 운동의 제1법칙을 말

한다.

관성 모멘트 | 慣性moment | 사업/계약관리

Inertial Moment / Moment of Inertia

물체가 주어진 축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회전 운

동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고유의 

물리량. 물체가 자신의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직선 운동에서의 

질량에 대응되는 양이다. 주로 대문자 I로 표기하

며, 간혹 J로 나타내기도 한다. 관성 모멘트는 회

전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관

성 모멘트를 통해서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데 꼭 

필요한 각운동량, 각속도. 각가속도, 돌림힘들 사

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물리량이기 때문이다.

관성 항법 | 慣性航法 | 사업/계약관리

Inertial Guidance

외부로부터의 도움 없이 비행체에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 등의 감지기에 의하여 

비행체의 위치나 속도 등의 정보를 산출하며, 이 

정보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궤도나 목표지점으

로 비행할 수 있도록 유도 명령을 생산하는 유도 

방식. 관성 유도를 위해서는 유도탄 자체의 가속

도를 측정하는 가속도계, 방향 및 자세를 측정하

는 자이로와 비행 경로를 계산하고 제어하는 컴

퓨터가 필요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關稅및貿易에關한一般協定 | 정책/제도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제 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 브레튼 우즈 회

의 결과 창설되었다. “무조건 최혜국 대우 공여 

원칙”에 의거한 미국법 하에서 집행력이 있는 협

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다자간 교역 규범

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성을 강조하여 가

장 혜택을 입는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이 모든 다

른 국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용 규격서 | 官用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Specification

두 개 이상의 정부 기관에 의하여 전용되는 물자 

생산품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새로운 품목의 조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규

격서를 말한다. 이는 미국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

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규격서로

서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를 제외한 전 중앙 

관서의 공통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수용(官需用) 물자 규격서를 들 수 있다.

관유물 매각 | 官有物賣却 | 정책/제도

Government Property Disposal

관용 물건을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

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 중 하

나이며, 재산 수입·경상 이전 수입·재화 및 용

역 판매 수입·수입 대체 경비 수입·융자 회수

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 수입·전년도 이월

금·전입금 등과 함께 세외 수입을 구성한다.

관재 업무 | 管財業務 | 정책/제도

Property Control Work

관재 업무란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 유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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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주파수

및 운용하는 관리 행위이며,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

정에 의하여 국유로된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광 케이블 | 光cable | 전력지원체계

Optical Fiber Cable

연선이나 동축 케이블과 달리 구리가 아닌 유리

나 플라스틱으로 된 섬유를 통해 전기적 신호를 

빛의 형태로 변화시켜 유리도체 내로 반사시켜 

전송하는 전송 매체. 석영 유리를 기본 재료로 

하여 굴절률이 높은 빛의 통로 역할을 하는 코어

(core)와,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굴절률이 낮은 

클래딩(cladding)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러한 이중 구조는 코어에 입사된 빛이 밖으로 나

가지 못하도록 하여 전송 손실을 줄인다. 또한 

외부 재킷(jacket)은 광섬유를 외부로부터의 파

손(습기, 온도변화, 휘어짐, 충격 등)을 막기 위

해서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다. 데이터를 

빛의 신호 형식으로 변조하여 데이터를 전달하므

로 다른 매체와 달리 간섭을 받지 않고 높은 속

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체이다.

광 회선 분배기 | 光回線分配器 | 무기체계

Optical Cross Connect

전송된 광 신호를 다른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광 신호로 그대로 재 전송함으로써 트래픽 처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송망 고도화의 핵심 

장비를 말한다. 

☞ OXC(Optical Cross Connect)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 廣開土大王級驅逐艦 | 

무기체계

Gwanggaeto the Great-class Destroyer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은 해군의 3,000

톤급 구축함이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 : 

Korea Destroyer Experimental) 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건조되었

다. 일명 KD-1 이라고도 한다. 광개토대왕급 구

축함이 도입되기 전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최

대의 대한민국에서 건조된 군함이였던 울산급 호

위함(FF급 1,500t)의 2배 이상의 규모로 대한민

국 해군의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대우중

공업(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총 3

척의 헬기 구축함(DDH)을 건조, 도입되어 사업

이 완료 되었다. 동급 함정으로 DDH-971 광개

토대왕, DDH-972 을지문덕, DDH-973 양만춘 

등 총 3척이 건조되었다.

광대역 | 廣帶域 | 행정공통

Broad Band

일정한 대역 이상의 주파수 대역 또는 그런 주파

수 대역을 사용하는 전송 매체나 전송 시스템. 

와이드밴드(wideband)라고도 한다. 주파수 대역

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보통의 음성 대역의 한

도인 3~4kHz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 ㉡몇 개의 

비교적 좁은 대역으로 분할하여, 각 대역을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할 만큼 넓은 주파수 범위, ㉢몇 개의 비

교적 좁은 대역으로 분할하여 음성, 영상 및 데

이터의 전송 등 다른 종류의 전송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말한다. 전송 매체나 전

송 시스템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음성급 채널

(voice-grade channel)보다 넓은 대역폭을 가

지며 고속의 전송 속도 제공이 가능한 통신 채

널,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등 광대역의 매체

를 주파수 분할 방식으로 다중화하여 복수의 국

간에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구내 정보 통신망(LAN)을 말한다.

광대역 안테나 | 廣帶域antenna | 

사업/계약관리

Broadband Antenna

임피던스, 편파 특성, 이득, 사이드로브 레벨 

등의 기준치를 만족하면서 동작하는 운용 가

능 대역폭이 넓은 안테나. 광대역의 기준은 용

도마다 다르며 대략 퍼센트로 표시한 대역폭이 

50~100%인 경우를 광대역 안테나라고 한다.

광대역 주파수 | 廣帶域周波數 | 사업/계약관리

Ultra Wideband

디지털 부호 정보를 나노초 이하의 매우 짧은 폭

을 가지는 임펄스 신호로 변환해서 무선으로 전

송하는 기술.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전력 밀도값을 아주 작은 값으로 할 수 있어 다

른 통신신호가 존재하는 주파수에 중첩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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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디스크 드라이브

하더라도 간섭을 거의 주지 않는다. 

☞ UWB(Ultra Wideband)

광디스크 드라이브  | 光disk drive  | 

사업/계약관리

Optical Disk Drive 

광학적 방식에 의한 데이터 저장재생장치. 정보

를 저장하는 곳의 빛의 투과율, 반사율, 위상, 편

광 등을 변화시켜 정보를 넣고 이 변화를 빛으로 

읽어내 정보를 얻는다. 1982년 소니와 필립스에 

의해 오디오 전용 CD가 개발된 이후 2세대인 멀

티미디어용 DVD(Digital Versatile Disc)를 거

쳐 HDTV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3세대인 Blu-

ray와 HD-DVD까지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

화 중이다. ODD는 멀티미디어 저장장치로 진화

하면서 그 응용 범위가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디

지털 가전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섬유 | 光纖維 | 사업/계약관리

Fiber Optics /  Optical Fiber

정보를 전달하는 빛이 전송되는 가는 유리 섬유. 

재료로는 석영이나 메타 그릴 수지가 이용되고 

광 통신 이외에 광 응용 계측이나 의료용 내시

경, 레이저 메스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된다.

광통신 | 光通信 | 전력지원체계

Optical Communication

가시광선 근처 혹은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갖

는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 데이터 정

보, 화상 정보 및 기타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방법. 광자 공학의 한 분야로, 현재의 유선 통신

은 한 가닥에 3천 통화, 동축 케이블은 5만 회선

까지 가능하나, 광섬유 케이블은 한꺼번에 200

만 회선이 가능하다. 또한 광섬유 케이블은 물과 

불에 내성(耐性)을 보이고, 도청이 어려우며 시

설비도 극히 저렴한 이점이 있다.

광학 자이로스코프 | 光學gyroscope | 

사업/계약관리

Optical Gyroscope

빛 또는 레이저를 일정한 경로로 방사하여 물체 회

전에 따라 발생하는 빛의 경로차를 검출함으로써 

동체의 자세를 산출하는 자이로스코프를 말한다.

광학 조준경 | 光學照準鏡 | 무기체계

Scope Sight / Telescope Sight

렌즈를 사용한 총기류의 조준기. 고배율(高倍率)

의 것은 텔레스코프 사이트(telescope sight)라

고도 한다. 0배율(無倍率)~수십 배의 고배율까

지 있다.

광학 추적 | 光學追跡 | 사업/계약관리

Optical Tracking

광학 기계를 써서 비행기, 유도탄, 인공위성 따

위의 공간 위치를 재거나 공학적인 현상을 기록

하는 일을 말한다.

광학 추적 장치 | 光學追跡裝置 | 무기체계

Target Adjunct System

적의 전자 방해 및 미사일 공격 효과를 감소시키

기 위한 시각 추적 체계. 전자 방해책(Electronic 

Counter Measures: ECM), 대방사 유도 미사

일(Anti Radiation Guidance Missile: ARM)

에 의한 방공 레이더 송신을 극소화하고 작동 효

율성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호크 등 대공 추적 

레이더의 송수신 안테나 상단에 설치되어 방사 

통제 시 표적을 수동 추적한다. 육안 추적기 또

는 추적 보조 장치라고도 한다. 

☞ TAS(Target Adjunct System)

광학계 | 光學系 | 무기체계

Optical System

유효 사거리에서 표적 획득 조준이 가능하고 주

야간 겸용 가능한 광학 장비를 말한다.

교리 | 敎理 | 행정공통

Doctrine

1. 현존 전투력을 가지고 현재로부터 가까운 미

래까지의 싸우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으로 기본적

인 원칙과 준칙이 제시된다.

2. 교리는 일반적인 개념과 군사적인 개념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사상의 근거를 

이루는 명제(命題)를 말하며, 종교적으로는 신앙

의 진리로서 공인된 교조이며, 정치적으로는 기

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치지침을 말한다. 

군사적인 개념으로는 군사력으로 국가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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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주기

기본 원칙과 지침으로서 권위는 있으나 적용시에

는 판단이 요구된다.

교범 | 敎範 | 행정공통

Manual

1. 모범삼아 가르치는 법식(法式)을 말한다.

2. 군사 방침, 전술, 전기, 원칙, 준칙, 절차 등에 

관한 지시와 기타 참고 사항을 기술한 간행물. 

야전 교범과 기술교범으로 분류하며, 야전 교범

은 군사 교육과 작전에 관한 지시, 첩보 및 원칙 

사항과 참고 자료가 포함된 발간물이며, 기술 교

범은 군의 주요 장비와 물자의 운용을 위한 원

리, 설치, 사용, 장비 점검 등에 관한 내용과, 여

기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특수 공구 목록과 전문 

기술을 요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지시가 

수록되어 있다.

교육 공학 | 敎育工學 | 사업/계약관리

Education Technology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문제를 합리적, 체계적으

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 및 전

략을 계획, 실천, 평가함으로써 교육 훈련 시스

템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응용과학을 말한다.

교육 훈련비 | 敎育訓練費 | 사업/계약관리

Education and Training Expenditures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 및 기타 교육을 실시함

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강사에게 지급하

는 강연비, 교육보조재료 구입비,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임차비용 등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들을 말한다.

교전 규칙 | 交戰規則 | 행정공통

Rules Of Engagement

군대가 적군과 마주쳤을 경우에 교전을 개시하

고, 계속하여야 할 상황과 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발령된 훈령. 교전 규칙은 국가 통수 기

관과 작전 지휘관이 적용되는 국내법과 국제법 

및 정치·군사 정책하에서 무력 사용을 통제하는 

수단이며, 병력 사용에 대한 지휘관의 규칙이다. 

교전 규칙은 특별 제한, 한계 및 금지 사항을 포

함한다. ☞ ROE(Rules Of Engagement)

교전 통제소 | 交戰統制所 | 행정공통

Engagement Control Station

패트리어트 사격 포대의 전술 교전 절차를 통

제하는 작전 통제소로서 무기 통제용 컴퓨터

(WCC) 전시 및 조종 그룹, UHF 무선 단말, 

VHF 무선 단말 및 무전기, 화생방/전자기 상황

에 대한 보호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대

의 레이더 세트, 8대의 발사대(LS)의 작전 통제

와 표적 위협 평가, 100개의 표적, 유도탄 9발에 

대한 교전 통제와 발사대, 인접 및 상급 제대 간 

통신을 제공한다. 

☞ ECS(Engagement Control Station)

교전국 | 交戰國 | 행정공통

Belligerency Country

서로 맞서 전쟁하는 양편의 국가. 또는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교전권 | 交戰權 | 행정공통

Right Of Belligerency

국제간에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

제가 생겼을 때, 전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 주권 국가에만 있다.

교정 | 較正 | 전력지원체계

Calibration

1. 정밀 측정 장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해 

규정된 조건하에서 표준기의 지시 값과 정밀측정 

장비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정밀·정확도의 변이

를 확인, 보정 및 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어떤 기기나 측정 계기를 정확도가 확인된 표

준 기기나 계기와 비교하여 그 정확도의 차이를 

찾아내고, 상호 비교하고, 기록하고, 그 차이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검사, 검수, 시험

교정 검사 | 較正檢査 | 전력지원체계

Calibration Test

공급된 계량표준에 의해 정확도가 측정된 표준장

비와 정밀측정장비를 비교 검사하여 정확도에 대

한 변량을 조정하여 수정하기 위한 선행 활동이다.

교정 주기 | 較正週期 | 전력지원체계

Calibration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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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기술

정밀 측정 장비에 주어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

한 교정 검사 유효기간으로 이는 교정일로부터 

차기 교정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교차 기술 | 交叉技術 | 사업/계약관리

Cross Technology

복수의 기술이 서로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연관성을 가지는 기술을 말한다.

교차 특허  | 交叉特許  | 정책/제도

Cross License 

상이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권리자들이 서로 자

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 지식재산권

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경우에는 상호 무상으

로 사용하고 가치가 다를 경우 그 차액만큼 보상

해주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다. 연구개

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교체 가능 품목(구성품/모듈)분류 

| 交替可能品目(構成品/module)分類 | 

전력지원체계

Line Replacement Unit / Shop Replacement Unit

대상체계를 구성하는 부분품을 장비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교환 가능 수

준까지 분류한다. 체계 하부의 부분품이 완제품

에서 직접 탈거, 교환 가능한 경우에는 구성품

(LRU)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모듈(SRU)로 분류

한다.모듈로 분류된 품목의 경우에는 차상위 품

목이 식별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한다.

교통 통제소 | 交通統制所 | 행정공통

Traffic Control Post/Point

육로 조정을 위한 정리와 안내 및 필요한 지시

를 제공하는 육로상의 장소이다. 이는 통상 2~3

명의 헌병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도로 교통 정리 실시. (2) 육로 조정소의 지

시에 의거 이동 차량 통제. (3) 이동 제대별 선두 

도착 및 후미 통과 시간을 육로 조정소에 보고. 

(4) 육로 조정소와 인접 교통 통제소의 통신 연락 

유지.

교환율 | 交換率 | 전력지원체계

Replacement Factor

생산 완료된 완제품별로 정비제대별 정비 활동

에 사용된 자재의 수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다. 창정비 교환율 = (사용된 자재의 수량 /(창정

비계획(MRS)생산대수×구성당 수량(UPA))) × 

100(%).

구난 로봇 사업 | 救難robot事業 | 

사업/계약관리

Salvage Robot Project

기존의 궤도형 무인로봇, 휴머노이드 기술 및 무

인자율 기술을 결합하여 야지/험지를 이동하면

서 인명 구조, 폭발물 제거, 물류 이송 등의 임무

를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난 차량 | 救難車輛 | 무기체계

Recovery Vehicle

특수 차량의 일종으로서 사고 장비를 구조하거나 

견인하는 데 사용하며, 기타 중량물을 인양 및 

적재하는 데 사용된다. 이 차량의 종류는 일반 

구난용으로 5톤 렉카 등이 있고, 궤도 차량 구난

용으로 K288 구난 장갑차, K-1 중구난 차량 등

이 있다.

구동 장치 | 驅動裝置 | 전력지원체계

Drive Unit

기계나 계측기 따위의 동력 기구를 움직이는 장

치를 말한다.

구매 | 購買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1. 물건을 사들임 또는 구입하는 것이다. 소비자

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

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받고 대금

을 지불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물물교환을 포함

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형태의 재산에 대

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달 방법 중의 한가지이

다. 구매의 목적은 적절한 품질, 적정한 수량의 상

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공급원으로부터 구

입하여 적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는데 있다.

2.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방법의 하나로서 국

내 구매, 국외 구매, 임차로 구분한다. 이중 국외 

구매는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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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에 따라 상업 구매, 대정부간 구매로 

구분한다.

구매 계약서 | 購買契約書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Contract

물품이나 자재, 원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필요

한 제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한 내용

을 적은 계약 문서를 말한다.

구매 계획 | 購買計劃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Plan

생산에 필요한 재료·부품·소모품 등의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계획 재료의 보유량을 결정하고 

생산 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며, 품절

이나 과잉 재고가 되지 않도록 한다.

구매 규격서 | 購買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Specification

구매 규격서는 KS 및 정부 부처, 외국, 업체 규

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 수

준이 다양하여 조달에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정

한 규격서이다.

구매 명세서 | 購買明細書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Description

군내의 최소 한도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소

요되는 품목, 용역 또는 물자의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을 묘사한 설명서로서 이는 규격 명시가 없

을 때 또는 각 군본부나 국방부에서 특별한 조달 

명세가 불필요할 때 사용한다.

구매 서류 | 購買書類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Document

구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매에 관련된 요

구 조건을 명시한 구매 요청서, 도면, 계약서 및 

규격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구매 실례 가격 | 購買實例價格 | 사업/계약관리

Buying Price

정부 기관(정부 투자 기관 포함)이 수요자가 되

어 물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고 사업자 및 개인으

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있는 가격을 말한다.

구매 예산 | 購買豫算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Budget

원료나 기계를 사들일 때 그 시기와 수량, 가격 

따위를 각 원재료별로 견적하는 일. 판매와 재고

품의 관리에 직접 관계가 있다.

구매 요구서 | 購買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Request

각군 본부 또는 보급 관리 기관에서 보급품의 조

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신청서를 말한다.

구매 의향서 | 購買意向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Intent

생산 소요 장기 품목에 대해 청약 및 수락서

(LOA) 발급 전에 지불보증용 또는 LOA 발급 이

후 수락시 까지의 동 품목 지불보증용으로 활용

한다. ☞ LOI(Letter Of Intent)

구매 정보망 | 購買情報網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Information Network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다.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 購買條件附 新製品開發事業 | 정책/제도

구매기관(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제품개발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중소기업이 지원하

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은 ‘06년 중소기업청과 

MOU를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다.

구매 주문서 | 購買注文書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Order

매도인으로부터 견적수락서 접수 후 매수인이 매

도인에게 수리 및 정비를 승인하는 서류를 말하

며, 정비된 물품의 인도일정과 기타 인도조건 등

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매국 조정 요구 응신 목록 

| 購買國調整 要求應身目錄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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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력

구매국 조정요구 응신목록은 SDR과 관련하여 

취해진 최종 조치 관련한 모든 거래내용을 반영

하고 있는 전산출력문으로 조정응신부호(ARC, 

Adjustment Reply Code) 요구와 함께 FMS 구

매국에 청구되는 미 정부 내부의 대금 정산 거

래현황을 포함하기도 한다. 구매국은 DD Form 

645 및 FMS Delivery List의 검토를 통하여 기

록의 “조정”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식으로 “조정”

을 요구한다.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대금 및 불출 

현황 조정은 담당부서로 요구하며, 행정 및 부수

비용에 대한 조정 요구는 DFAS-IN로 실시한다. 

이 때, 대금 및 불출 현황 조정을 위하여 사용하

는 양식은 SF 364이다. SF 364양식의 사용 설

명은 합동 규정 DLAI 4140.55, 미 육규 735-

11-2, SECNAVINST 4355.18A 및 AFJMAN 

23-215를 참조한다. 담당부서는 DFAS-IN

로 물자 및 용역 SDR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DFAS-IN는 통합조치목록을 작성하여 DD 

Form 645와 함께 구매국으로 보낸다. SDR은 

국가별, 군별, 케이스 및 품목번호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대금청구서 및 FMS 물자불출목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신목록(Reply Listing)을 준

비하며, FMS 물자불출목록(Delivery Listing)

에 나타나는 SDR은 응신목록(Reply Listing)에 

포함된다.

구매력 | 購買力 | 사업/계약관리

Buying Power

한 단위의 통화가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구매자 가격 | 購買者價格 | 사업/계약관리

Purchaser’s Price

구매자 가격이란 주로 수요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수요자에게 도달하기

까지 운임이나 유통 마진을 포함한 구입자 단계

에서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구분 회계 | 區分會計 | 사업/계약관리

Division Accounting

방산업체가 민수와 방산 또는 각 제품별로 원가

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원가회계를 말하며, 구체

적으로는 민수와 방산을 구분한 손익계산서, 제

조원가보고서, 제명세서, 방산자산목록, 각 제품

별 원가계산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미한다.

구불출 단위 | 舊拂出 單位 | 사업/계약관리

해당 품목에 대한 현행의 불출단위가 적용되기 

직전에 적용되었던 불출단위를 말한다.

구상 | 求償 | 사업/계약관리

Claim for Compensation

하자 통보된 물자에 대하여 보급원에서 이의 잘

못을 인정하고 보급원에서 현물이나 하자 금액 

또는 사후 정비로 보상하거나 수송에 관련된 손

실을 수송 대행 계약과 보험 부보 계약 등에 의

해 현물이나 손실 및 비용 등을 수송 대행 업체

에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구상 무역 | 求償貿易 | 정책/제도

Barter System /  Barter Trade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기간 서로 수

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무역을 말한다. 결제 자금이 필요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물 교환식 무역으로 바터 무역이

라고도 불린다. 구상 무역 방식에는 개개의 거래

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거래 

차액에 대해 현금 결제하는 방식과 쌍방 간에 신

용장을 개설해 개개의 거래를 상계하는 백투백

(back to back) 신용 방식 등이 있다.

구성 수량 | 構成数量 | 행정공통

Composition Amount

동일재료 또는 부품이 완성품 단위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수량을 말한다.

구성 시뮬레이션 | 構成simulation | 정책/제도

Constructive Simulation

모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

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실제 사람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하나, 시뮬

레이션의 결과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는

다.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게

임이 있다. ☞ 시뮬레이션

구성 장비 | 構成裝備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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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효과

Organizing Equipment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장비로서 주요구성장비와 

단순구성장비로 구분한다. 주요구성장비는 무기

체계의 전투력발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

성 및 운영개념, 작전운용능력(기술적·부수적 

성능 제외)과 관련이 있는 장비를 말하며, 그 이

외의 장비는 단순구성장비라 한다.

구성군 | 構成軍 | 행정공통

Component Forces

2개 군 이상이 합동부대를 편성하여 합동작전을 

수행시 합동 부대 사령관의 작전통제 하에 있는 

각군 부대의 총체를 지칭한 것으로서 각군에서 

제공된 모든 단위대, 파견대, 각급부대 및 각종 

시설 부대가 포함된다.

구성품 | 構成品 | 전력지원체계

Component

1. 두 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

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

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

다. 엔진, 트랜스미션 등은 구성품의 예에 속하

는 품목이다.

2. 수리부속의 분류시 사용되는 용어로 2개 이상

의 결합체가 연결 결합되어 1개의 물품으로 구성

된 품목으로 외부에서 조종하거나 전원공급을 해

주어야 하는 품목 (엔진 밋숀 등)

구성품 개량 계획 | 構成品改良計劃 | 정책/제도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국제 엔진 관리 계획(IEMP)의 예하 기구로서 실

질적으로 구매국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창구이며, 

주로 회의 자체를 의미한다. 미 공군과 제작 회

사에서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엔진에 대

하여 사용성, 정비성 및 신뢰성, 즉 부분품과 정

비 기법의 개량, 검사 또는 창정비 주기의 증가, 

개조 작업 등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지원을 위하

여 엔진 구성품 개량 계획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개량 계획은 엔진의 성능을 

설계 기준치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목적은 아니

며 해외 군사 판매를 통한 구매 기관에 대해서는 

CIP 가입이 의무 조항이다. 

☞ CIP(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구입 가능 단계 가격 | 購入可能 段階價格 | 

사업/계약관리

공장도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등 유통단계별 

가격을 말하며, 유통단계의 가격적용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소량 소액의 제조구입, 유

통구조의 특성 등으로 공장도가격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매 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구입 재료 | 購入材料 | 사업/계약관리

Purchase Material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 중 관급재

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구조 분석 | 構造分析 | 정책/제도

Structural Analysis / Structure Analysis

체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상호관계 및 전체에 

대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현

상의 양적인 관계를 정식화한 수요함수나 공급

함수로 구하는 것으로 산업 연관 분석이 그 예이

다. ☞ SA(Structure Analysis)

구조 조정 | 構造調整 | 정책/제도

Restructuring

기존 사업 단위를 통폐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

하여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기업 전체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 단위들을 어떻게 통

합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장기 경영 혁

신 전략. 여기에는 사업 확대형, 사업 축소형, 비

용 절감형, 사업 조합형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

니어링(업무의 근본적 혁신)이 포함된다.

구축 효과 | 驅逐效果 | 정책/제도

Crowding-out Effect

1. 구축 효과란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지출 증대

가 그만큼 민간의 경제 활동을 구축, 즉 축출시

켜 버리는 효과를 일컫는다. 부연하면 통상 불경

기 등의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하여 정부가 재

정 지출을 증가시킬 때에 재정 지출 증대가 이자

율을 상승시키고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를 위

축시키며 이로 인해 정부 지출 증대로 인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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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옵션 목록

및 고용 증가 효과가 삭감되게 하는 효과가 곧 

구축 효과이다 한정된 자원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정부 지출이 증대될 경우 그만큼 자원을 정부 부

문이 차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지출이 

위축되는데, 이는 예컨대 최대 승차 인원의 탑승

으로 만원이 된 승합차에 정부 부문이 추가로 탑

승한 경우 그만큼 민간 부문이 하차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 별 효과를 거

두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사

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

우 최소한 정부가 투자한 돈만큼 혹은 훨씬 많은 

정도로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

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구현 옵션 목록 | 俱現option目錄 | 정책/제도

Implementation Option List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에서 식별한 각 능력을 구

현하기 위해 개발자에게 가용한 모든 구현옵션들

을 포함하며, 구현옵션은 대상체계에서 상호운용

을 위해 선정(또는 사용)한 제도/절차, 표준, 규

격, 제품 등의 목록이다.

국가 계약법 | 國家契約法 | 사업/계약관리

National Contract Law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공사·제조·구매·용

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국가 공무원법 | 國家公務員法 | 정책/제도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

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

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

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

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국가 기술 자격 제도 | 國家技術資格制度 | 

정책/제도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 중에

서 그 기술과 기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국가의 산

업 건설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국

가 기술 자격제도의 목적은 기술 및 기능 수준의 

평가 제도 확립으로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술 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공신력

을 제고하며, 자격 보유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

대하여 기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과 아울

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기술 자

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하고 기술계의 자격 

등급은 기술사, 기사 1급, 기사 2급의 3개 등급으

로, 그리고 기능계는 기능사, 기능사 1급, 기능사 

2급, 기능사보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부호국 부호 | 國家符號局符號 | 

사업/계약관리

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국가 부호국 및 기타 국가의 보급품 목록화 업무

를 전담하는 기구(대개 국방부 산하에 있음)에서 

부여한 국가별 부호로서 국가 재고 번호(NSN) 

중 군급 분류(FSC) 부호 다음에 2자리(국가품목

식별번호(NIIN) 앞에 2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각 국가별 부호는 다음과 같다. 00: 미국, 01: 미

국, 11: NATO 표준품목, 12: 독일, 13: 벨기에, 

14: 프랑스, 15: 이탈리아, 17: 네덜란드, 18: 남

아프리카, 21: 캐나다, 22: 덴마크, 23: 그리스, 

24: 아이슬란드, 25: 노르웨이, 26: 포르투갈, 

27: 터키, 28: 룩셈부르크, 29: 아르헨티나, 30: 

일본, 31: 이스라엘, 32: 싱가포르, 33: 스페인, 

34: 말레이시아, 35: 태국, 36: 이집트, 37: 대

한민국, 66: 호주, 70: 사우디아라비아, 98: 뉴

질랜드, 99: 영국.

국가 연구개발 사업 | 國家硏究開發事業 | 

정책/제도

중앙 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

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 출연 연

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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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의 기본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국가 재고 번호 | 國家在庫番號 | 사업/계약관리

National Stock Number

1.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가에

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

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FSC) 

부호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는 국가부호

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7자리는 품목식별

번호(IIN)로 구성되어 있다.

2. 보급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보급품에 체계

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써 군급분류번호, 국가부

호, 품목식별번호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3. 국내 재고번호(국가목록부서(NCB) 부호가 

“37”) 와  외국재고번호(국가목록부서(NCB)부호

가  “37 이외”)로 구분  하며, 나토목록체계 표준

화 협정에 따라 각 군수품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군수품에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군급분

류번호(FSC : Federal Supply Class), 국가목

록부서(NCB : National Codification Bureau)

부호, 품목식별번호(IIN : Item Identification 

Number)“로 구성된 번호를 말한다.

국가 정보 보호 지수  | 國家情報保護指數  | 

정책/제도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국내 정보 보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

한 지수. 국가 정보 보호 지수는 백신 보급률, 패

치 보급률, 방화벽 보급률 같은 것으로 구성된 

정보 보호 기반 영역, 정보 보호 관련 예산 비율 

같은 정보 보호 환경 영역과 해킹, 바이러스 신

고 비율 같은 정보화 역기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정책 사업 | 國家 政策事業 | 정책/제도

National Policy Work

당해 사업이 국가안보 및 국방 등과 관련되거나 

기타 국가차원에서 주요 역점사업 과제로 선정되

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 國家綜合電子調達시스템 | 정책/제도

Government To Business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은 구매요청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의 모든 국가조달행정절차를 온라

인화하여,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의 모든 사용자

에게 G2B의 조달단일창구를 통한 one-stop 조

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 통합 인증 마크  | 國家統合認證 Mark | 

정책/제도

Korea Certification Mark 

지식 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같은 부처마다 

다르게 쓰던 13개 법적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묶은 인증 마크. 같은 목적이라도 부처마다 인증 

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 받아야 하는 불편함

으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

라끼리 거래를 할 때에도 서로 인증이 되지 않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기에 국제 신뢰도와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

하려고 여러 인증 마크를 하나로 묶은 인증 마크

이다. 1990년대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국가통합

인증마크를 도입했으며, EU는 CE 마크, 중국은 

CCC 마크, 일본은 PS 마크를 쓰고 있다. 

국가 통합망  | 國家統合網  | 정책/제도

National Integrated Network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하려고 부처별 또는 용도

별로 흩어져 있는 국가 기관 통신망을 하나로 묶

은 망.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으로 끊

길 때를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공무원, 군 같

은 데 통신망을 하나로 묶어서 긴급 통신 기반으

로 활용하기 위한 망이다. 전쟁을 포함한 심각한 

안보 위협이나 재난 재해가 발생할 때 조금도 흐

트러지지 않는 지휘 체계를 정립하고 지원하려면 

국가 통합망 구축을 준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표준 | 國家標準 | 정책/제도

National Standard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

용하는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으로서 측정 표

준·참조 표준·성문 표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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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표준 기본 계획 | 國家標準基本計劃 | 

정책/제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이다.

국가 핵심 기술 | 國家核心技術 | 정책/제도

National Core Technology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

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

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

업기술을 말한다.

국고 장비 | 國庫裝備 | 행정공통

National Treasury Equipment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제조한 장비를 말한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 | 國庫債務負擔行爲 | 

사업/계약관리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D692

1.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 예산 금액 또는 계속

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고 채무 부담 행

위시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국회의 의결을 얻어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예산(歲出(豫算)이 수반(隨

伴)되지 않으며 당해 연도 내에는 지출을 요하지 

않고 다음 해 이후에 그 행위의 책임이 부과되는 

채무부담만 원칙으로 한다.

국고금 | 國庫金 | 정책/제도

Consolidated Fund / National Funds

1. 국고에 속하는 현금으로써 국고금의 내용은 

일반 회계·특별 회계에 속하는 현금, 각종 자금

들의 잔고, 공사(公社)·공고(公庫)의 예탁금의 

잔고 등으로 구성된다.

2. 국가 소유에 속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에는 세입금, 세출금을 비롯하여 출납공무원의 

예탁금, 보관금과 일시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 소유가 국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현실적 지배권이 국고에 있

으면 이를 국고금이라 한다. 광의의 국고금은 보

관금과 같이 세입, 세출의 현금까지를 포함하며, 

협의의 국고금은 세출의 재원에 충당할 현금만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서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 

상 필요한 때에는 개정증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다고 할 때

의 국고금이라 함은 협의의 국고금을 말하는 것

이다.

국고금 관리법 | 國庫金管理法 | 정책/제도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적용한다. 

단, 공공성이나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고 인정되는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한다.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 國科硏主管硏究開發 | 

사업/계약관리

국과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추진

하는 국내연구개발의 형태를 말한다.

국내 순조달 가격 | 國內純調達價格 | 

사업/계약관리

국내 순조달 가격은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

가격에서 다음 가목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

(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나목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라 한다)를 공제한 비

용으로 계산한다.

1. “공제항목 1”은 수입품의 물자대, 수입제세 기

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물자대 : 정상도착가격에 외국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수입제세 :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

과되는 각종 세금

(3) 기타 수입부대경비 :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개설수수료·하역료·보세창고료·

통관료·창고보험료·입항료·부두사용료·보

세운송료·수입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

반비·전신전화료·검사료 등 공장까지의 반입

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

2. “공제항목 2”는 당해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

하여 방산업체 등이 소비한 비용으로 해외판매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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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비, 해외 전시회 참가비, 무기체계 대여료, 수

리수선비, 재조립비, 운반비, 훈련요원 지급경

비, 보험료 등으로 한다.

국내 신용장 | 國內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Local Credit / Domestic Credit

상품 수입업자가 받은 원신용장(原信用狀, 

Original Credit, Prime Credit)을 근거로 그 상

품의 재고업자에게 개설, 발행하는 신용장(Local 

Credit, Domestic Credit)을 말한다. ☞ 신용장

국내 연구개발 | 國內硏究開發 | 정책/제도

In-country Research and Development

1. 국내자본과 국내기관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개

발의 형태를 말한다.

2. 연구개발 사업의 한 형태로서 우리 기술진에 

의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설계, 시제품 제

작, 시험평가를 통하여 특정 무기체계또는 핵심 

기술 및 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외주정비 | 國內外注整備 | 사업/계약관리

In-country Contract Maintenance

군의 장비 및 부속품을 군 정비지원시설에서 정

비가 불가할 경우나 국내의 민간업체에서 정비하

는 것이 경제적일 때 민간 정비업체에서 정비하

는 것을 말한다.

국내 운반비 | 國內運搬費 | 사업/계약관리

In-country Transportation Cost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 정비 능력개발 | 國內整備能力開發 | 

행정공통

해외 정비하는 장비 및 구성품, 결합체 중 국내 

정비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국내에서 정

비가 가능토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 능력 

개발 대상은 해외 정비 의존 품목으로 수입 대

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해외 공급 

중단 등 운용 유지상 국산화가 필요한 품목, 기

술 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업체 개발 능력이 있

거나 장차 정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품목, 정

비원 미확보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정비 후 

재활용 가능 품목이다. 개발 승인 통제는 국방부 

통제 개발 대상으로 연간 정비가액이 1억원 이상

이고, 각군 위임 개발 대상으로 연간 정비가액이 

1억원 미만 품목이다. 개발 대상품 견본 전시는 

사이버 전시장(군수 사령부 홈페이지)으로 인트

라넷, 인터넷을 이용하고, 상설 전시장으로는 개

발 대상품에 대한 견본(현품) 전시를 할 수 있다.

국내 조달 | 國內調達 | 사업/계약관리

Domestic Procurement/ Internal Procurement

내자 조달이라고도 하며, 군이 필요한 장비, 물

자, 시설, 용역을 원화 예산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군에서의 국내 조달은 중앙조

달, 부대조달(현지 구매), 조달청에 의한 조달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참여 업체 | 國內 參與業體 | 정책/제도

Korean Industry Participan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정비능력구비·

수출·타국의 물자정비·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이

때, 부품생산의 경우는 하도급생산의 형태를 취

하고, 단순한 상품구매와는 구별된다.

국내 총생산 | 國內總生産 | 정책/제도

Gross Domestic Product

GNP(국민 총생산)에서 해외로부터의 순소득을 

뺀 것이며, 어느 한 나라의 순전한 국내 경제 활

동의 지표로서 쓰여진다. 영국, 서독 등 GNP 가

운데 해외에서의 순소득이 많이 차지하는 나라

에서 국내 경제 활동의 동향을 조사하려면 GNP

보다도 GDP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며, 우리나

라에서도 1995년 4/4분기부터 국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GNP 대신 GDP를 사용해 

오고 있다.  ☞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립 지리 정보 체제 | 國立地理情報體制 | 

전력지원체계

National System For Geospatial Intelligence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에서 지리정보를 생산하

기 위한 기술, 정책, 기능, 원칙 등을 통합할 목

적으로 조직된 지리정보 전문가, 생산자 및 이용

자들의 통합된 공동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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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CALS | 國防CALS | 정책/제도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국방체계(Defense System)의 전 수명주기

(Life-cycle)에서 발생되는 기술 자료를 전

자화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TDB)를 구축하

고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자료 공유 및 교환

이 가능한 통합된 자료 환경 구현 전략. 미

국 국방성이 군수 지원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군수 조달 및 관

리 정보 시스템(Computer Aided Acquisition 

Logistics Support) 전략을 수립했는데 이후에

는 민간 기업에 응용되어 경영 지원 통합 시스

템(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국방 CALS 체계 | 國防CALS體系 | 

전력지원체계

Defense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System

군수품(무기체계)의 수명주기 동안에 발생되는 

모든 수작업 업무와 서류정보를 자동화·디지털

화하여 수명주기비용을 절감함으로 군수품의 신

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 CBD 방법론 | 國防CBD方法論 | 

정책/제도

Defense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

odology

국방정보시스템 개발 시 적용하는 개발방법론으

로 독립적으로 실행·배포 가능한 소프트웨어 단

위인 컴포넌트를 개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국방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절차, 서식 등을 말한다.

국방 EDI 체계 | 國防EDI體系 | 정책/제도

Defens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조달 관리 정보 체계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 

조달 업무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Web시스템으

로 구축하여 외부와 종합적인 전자 거래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한 정보 체계로서 하부에 정부 통

합 기술 정보 서비스 체계, 전자 입찰 체계, 통합 

조달 정보 공유 DB체계 등이 있다.

국방 M&S | 國防 M&S | 정책/제도

Defense Modeling & Simulation

국방 M&S는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

(Simulation)의 합성어로써 기존의 워게임 영역

을 대폭 확대하여 국방기획관리상의 소요제기, 

획득관리 및 분석평가는 물론, 군의 훈련까지를 

과학적으로 지원하는 도구 및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영향을 연구하

기 위해 실전과 유사한 가상전투상황을 조성해 

주고, 전쟁 또는 전투요소들의 효과를 측정 및 

평가해 주는 도구이다. 이러한 국방 M&S는 사용

용도에 따라 워게임 모델과 전술훈련모의장비로 

구분되며, 워게임 모델은 적용분야에 따라 통상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1. 훈련용 : 전술훈련모의장비(시뮬레이터)를 제

외한 개별병사의 전술·전기 연마훈련으로부터 

전구급 합동지휘관·참모의 지휘훈련까지에 사

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2. 분석용 : 군사력 평가, 개념분석, 군·부대구

조 분석, 작계분석, 소요분석, 작계분석 및 전투

실험 등에 사용되는 워게임 모델이다.

3. 획득용 : 무기체계의 획득관리활동(사전분석, 

비용분석, 시험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사용되

는 워게임 모델이다.

국방 공업 | 國防工業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의 북한어.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

는 데 요구되는 군수품을 전용으로 생산하는 공

업 부문. 군수품에는 무기, 탄약, 군복을 비롯하

여 군대를 유지하며 전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 물자들이 포함된다. 국방 공업은 총, 포, 탄

약, 전차, 군함, 군용 비행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를 생산하는 부문과 군복, 

군화, 장구류, 군용 식료품 등 군용 필수품을 생

산하는 부문으로 이루어진다.

국방 공통 보급품 목록 | 國防共通補給品目錄 | 

행정공통

National Defense Common Supplies List

2개 이상 수요군 간에 공통으로 취급, 사용하고 

있는 보급품에 대하여 각군간 상호지원을 위한 

지원군, 단가 등의 관리 자료를 수록한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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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부대별 자산 평가 및 관리의 합리적 운

영에 적용한다.

국방 과학 기술 | 國防科學技術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

발·제조·가동·개량·개조·시험·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국방에 필요한 무기

체계(병기,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체계(전술 컴

퓨터 장비, 정보 통신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기

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하는 공학 

기술이다.

국방 과학 기술 정보 | 國防科學技術情報 | 

정책/제도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군사 목적을 위하여 현재나 미래에 적용될 외국 

및 적국의 기술 개발 내용과 이러한 기술에 의해 

생산된 물자의 작전 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국방 과학 기술 정보의 대상은 광범위하며 진행

중인 군사 작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실질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모든 

분야의 외국 및 적국의 장비, 보급품, 설비, 시설

물, 무기체계의  기술적 특성, 성능, 강·약점, 

생산 기술, 정비 기술 등에 관련된 기술 등이 포

함된다.

국방 과학 기술 조사서 | 國防科學技術調査書 |

정책/제도

Agency for Defense Technical Investigation Paper

국방과학기술수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외 국

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및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

능력 등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3년 주기로 작성하

며, 핵심기술 연구개발 소요제기를 위한 기초 자

료로 제공된다.

국방 과학 기술 진흥 실행 계획 

| 國防科學技術振興實行計劃書 | 정책/제도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Exe-

cution Plan

국가과학기술정책, 국방기본정책서 및 국방과

학기술진흥정책서와 연계하여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근간으로 결정된 

중·장기 무기체계 소요와 미래 무기체계 벌전추

세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하고, 무기체계별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을 

제시하며, 국방고학기술진흥 기반조성을 위한 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다.

국방 과학 연구소 | 國防科學硏究所 | 정책/제도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부에 속한 연구 기관의 하나.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

발, 시험 따위를 관장한다. 

☞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 國防科學技術振興政策書 | 정책/제도

Defens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Policy

자주적 선진국방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

술정책과 연계된 국방과학기술진흥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고, 군사혁신을 위

한 분야별 국방과학기술발전 추진전략 및 중·

장기 재원투자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방중기계획

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매 5년 주기로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안보

전략지침,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국

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등을 기초로 F+1~F+15년 15년간을 

대상으로 매 5년 6월말 작성한다.

국방 군수 목록 체계 | 國防軍需目錄體系 | 

정책/제도

Automatic Defens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1. 군수품에 대하여 각 품목이 유일한 품목임

을 식별하게 해주는 자료와 그 품목을 군수체

계 내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유

지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보급·정비기

관 및 군수품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여 제반 조

직 및 절차를 전산처리·지원하도록 구축한 목

록 자료 체계를 의미한다. ☞ ADICS(Automatic 

Defens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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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보급·정비기관 및 군수품 최

종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제반 조직 및 절차를 지

원하도록 구축한 목록자료 체계를 말한다.

(1) 각 품목이 유일한 품목임을 식별하게 해주는 

자료

(2) 가목에 의한 품목을 군수체계내에서 관리하

는데 필요한 자료

국방 군수 정보 체계 | 國防軍需情報體系 | 

정책/제도

Defens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국방부로부터 편성부대까지 국방 탄약, 물자, 

장비 정비/수송에 관한 업무를 실시간 처리하

고, 전군 자산을 가시화하여 군수 자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사 결정 정보 지

원 체계를 말한다. ☞ DLIS(Defens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국방 규격 | 國防規格 | 정책/제도

Defense Specification

1.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

서(QAR), 자료목록, 소프트웨어기술자료 등을 

포함하며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작성한다.

2.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

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

구사항과 요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

서 등으로 구성되며,「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3.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

수품에  관한 규격을 말한다.

국방 규격서 | 國防規格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1. 군 장비 및 보급품 조달을 위하여 국방 규격 

작성 기관에서 규격서를 작성하여 국방 규격 작

성 관리 기관의 검토 후 방위사업청 군수 조달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된 규격서를 말

한다.

2. 각 군(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되어 방위사업청 규격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품 조달, 제작 및 제조

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서를 말하며, 제품

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

장 및 검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국방규격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첫째,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

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이다. 둘째, 약식규격

서는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는 동일품목의 군수품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이다. 셋째, 포

장규격서는 정식, 약식규격서에 포장사항이 규제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수송, 저장, 취급의 편

이를 위해 포장조건을 규제한 규격서이다. 넷째, 

물품구매요구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

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수

준이 다양하여 국방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

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기술한 문서이다.

국방 규격의 상용 전환 | 國防規格의 商用轉換 | 

정책/제도

군수품 조달기준인 국방규격을 민수규격(㉿, 업

체 규격, 구매요구서)으로 전환하여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규격의 종류 | 國防規格種類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Type

1.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

구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

사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서는 정식규격서

와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1)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

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격서이다.

(2) 약식규격서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서, 포장규격서,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

한다.

1) 임시규격서는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규격화 하지 아니 하고는 원칙적

으로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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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 포장규격서는 완성장비 부품 등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의

성을 위하여 포장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3) 구매규격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규

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 수

준이 다양하여 조달에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4) 도면규격서는 군용물자 부품 등 단순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도면 위주로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2.  국방 규격의 종류는 네 가지이다. 첫째, 정식 

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로 통

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이

다. 둘째, 약식 규격서는 기술 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

는 동일 품목의 군수품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

는 규격서이다. 셋째, 포장 규격서는 정식, 약식 

규격서에 포장 사항이 규제되지 않은 품목에 대

하여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이를 위해 포장 조건

을 규제한 규격서이다. 넷째, 물품 구매 요구서

는 KS 및 정부 부처, 외국, 업체 규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 수준이 다양하여 

국방 규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구

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기술한 문서

이다.

국방 규격품 | 國防規格品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Unit

군 장비·보급품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 규격심의

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수품으로 군수품 조달에 적

용하는 규격품을 말한다.

국방 기본 정책서 | 國防基本政策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Policy

대통령의 안보 전략 및 국방 지침을 반영하여 국

방 정책과 기획 및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방 기획 관리 체계상 최상위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F+1~F+17년을 대상으로 매 5년 6

월말에 작성하며, 자주적 선진 국방을 지향하며, 

국가 안보 전략과 국방 목표, 국방 환경 평가 및 

전망, 국방 정책 기조, 분야별 정책 지침 등을 제

시한다. 근거 문서로는 국가 안보 전략서, 국방 

정보 판단서가 있다. 

☞ NDP(National Defense Policy)

국방 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체계 

| 國防技術情報統合service體系 | 정책/제도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방 기술 품질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신 국방 

과학 기술과 무기체계기술 정보에 대한 통합 정

보 서비스 체계. 방위사업청, 국방 과학 연구소, 

각군 등 국방 관련 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

는 최신 국방 과학 기술과 무기체계기술 정보를 

신속히 서비스하기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이다. 

☞ DTiMS(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국방 기술 품질원 | 國防技術品質院 | 정책/제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국방분야 및 방위사업체에 공급되는 군수품의 품

질을 보증하고, 국방분야에서 얻어진 개발정보, 

운용정보 등 과학과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관리·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국방 기획 | 國防企劃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Planning

국가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 목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국방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방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

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국방 기획 관리 | 國防企劃管理 | 정책/제도

Defense Planning Management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

적으로 자원을 배분·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

을 극대화시키는 관리 활동으로 기획으로부터 계

획,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방 관리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국방 요원의 다각적인 노력

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킨 종합적인 자원 관리 체

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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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기획 관리 제도 | 國防企劃管理制度 | 

정책/제도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 체계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 목표를 설계하고,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 건설과 유지, 운영 방향을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모색,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가용한 

국방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국방 자원 관리 업무 체계를 말한

다. 기획 단계에서는 국방 기획 관리의 출발점으

로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

하고 국방 정책과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증

강 소요를 제기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중장기 정

책을 실현하기 위한 소요 및 가용 재원을 판단하

고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다. 예산 편성 단계는 회계 연도에 소요되는 제

원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이며 

국방 중기 계획의 기준년도(F+2)사업과 예산 소

요를 구체화한다. 집행 단계는 당해 연도에 계획

된 사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분석평가 단계는 기

획 단계로부터 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에 걸쳐 각종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

는 분석 지원 과정이다.

국방 로봇 사업팀 | 國防Robot事業팀 | 

사업/계약관리

민수로봇개발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부

처 간 협력을 통해 국방로봇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창설된 조직으로서  그 동안 청 내

에서 분산해 수행하던 국방로봇사업을 통합해 국

방로봇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부터 체계개

발,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까지 로봇관련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國防Metadata 管理體系 | 정책/제도

Meta Data Registry

국방 정보화 데이터 표준 및 구조를 전자적으로 

저장 및 공유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말하며, 국방 

MDR이라고도 한다.

국방 모델링 및 모의 실험 

| 國防Modeling및模擬實驗 | 정책/제도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국방 분야에서 적용되는 모델링 및 모의실험

(simulation) 기술을 총칭하는 말. 모델링은 무

기체계, 전장 환경, 자연/인공 현상 또는 절차/

과정 등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 모

형을 개발하는 것으로 관심 시스템과 그 시스템

의 동작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모의실험은 

그 모형을 시간, 공간에서 모형의 특성을 실험

(분석)하여 예측·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델링 

기술은 전통적으로 운영 분석과 시스템 분석 분

야에서 발전해 왔고, 모의실험 기술은 컴퓨터 과

학 분야에서 발전해 왔으나, 오늘날 정보 기술

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되고 있

다. 모델링 및 모의실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

험 환경과 예측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문제 해

결을 위한 대안들을 사전에 실험해 보고 그 결과

를 예측해 봄으로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된다. 국방 모델링 및 모의실험 용용 분야

는 크게 국방 획득, 모의 분석, 교육 훈련 등으로 

나누어진다. ☞DM&S(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국방 목표 | 國防目標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Objective

국가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독립을 위협하는 요

소를 제반 군사적 활동을 통하여 제거하고 예방

함으로써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군사적 활

동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국방 물자 | 國防物資 | 정책/제도

Defense Article

무기 수출 통제법에 정의되어 있듯이 무기, 무기

체계, 탄약, 항공기, 수송 기구, 보트, 기타 전쟁 

장비를 포함한다. 모든 자산, 설치, 일용품, 물

자, 장비, 보조품, 군사 지원이나 군사 판매를 하

기 위한 물품. 기타 기계류, 시설, 연장, 물자, 보

급품, 기타 제작, 생산, 처리, 수리, 용역, 저장, 

건설, 수송, 운영을 위해 필요한 품목, 기타 국방 

물자의 사용, 위에 열거한 물자의 부속 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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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국방 물자 정보 체계 | 國防物資情報體系 | 

전력지원체계

Defense Material Information System

2 0 0 2 년  국 방 부  주 관 으 로  용 역  개 발 된 

1·2·3·4·8종 군수품에 대한 목록/규격, 소

요 기준, 계획 예산, 조달 획득, 자금 관리, 재산 

관리, 수불 관리, 수송 관리, 창고 안전, 검사 시

험, 정비 관리, 소모 처리, 지휘 평가의 14대 업

무 순환 기능별로 전산처리를 지원하는 전군 공

통 적용 표준 체계이다. 

☞ DMIS(Defense Material Informa-tion 

System)

국방 벤처 보육 사업 | 國防venture保育事業 | 

사업/계약관리

국방기술품질원이 기품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

고 지역벤처센터에 입주하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영적

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방 보급 목록 체계 | 國防補給目錄體系 | 

행정공통

Automated Defense Integrated Supply Cataloging 

System /  Defense Supply Cataloging System

국방 보급품에 대하여 각 품목이 유일한 품목임

을 식별케 해주는 자료와 그 품목을 군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작성·유지하

며, 이를 필요로 하는 생산, 보급, 정비 기관 및 

보급품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제반 조직 및 

절차를 전산처리 지원하도록 구축한 목록 자료 

체계를 말한다.☞ ADICS(Automated Defense 

Integrated Supply Cataloging System)

국방 부대 코드 관리 체계 

| 國防部隊Code管理體系 | 정책/제도

Unit Code Management System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하여 부대(부서)를 부호화, 

표준화하여 체계 구축시 적용할 수 있도록 부대

코드를 관리하는 표준부대코드 관리 시스템으로

서 국방부/합참 및 각 군의 부대 및 부서를 식별 

및 표준코드화하여 국방정보체계 구축시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제공

하는 대외비 시스템을 말한다.

국방 비용 편람 I | 國防費用便覽I | 행정공통

육, 해, 공군 주요 전력 단위 부대 창설 시 소요

되는 비용을 예측한 문서로서 군사력 건설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 국방 기획 관리 분야에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비용 편람 II | 國防費用便覽II | 행정공통

국방 자원 운영 실적 자료를 토대로 비용 분석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국방 자원 관리 업무에 공통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 상호운용성 수준 시험평가 체계 

| 國防相互運用性水準試驗評價體系 | 정책/제도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획득 단계별 상호 운용성 수준 평가 및 시험평가 

단계에서 체계간의 상호 운용성을 시험평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SITES(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국방 상호운용성 포탈 시스템 

| 國防相互運用性포탈 시스템 | 정책/제도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국방 상호운용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국방아키텍처, 상호운용성 기반기술, 상호

운용성 수준평가 업무 지원 체계를 통합한 시스

템을 말한다.

국방 소프트웨어 | 國防Software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Software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국방정보통신망과 비밀이 

소통되는 지휘·통신체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

어 중 국방부장관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소프트

웨어를 말한다.

국방 아키텍처 | 國防architecture | 정책/제도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

hitecture

1. 국방조직 전체 관점에서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의 구성요소들을 일정한 기준과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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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

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

보시스템 및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국방에 관련된 조직 및 체계를 표현한 아키텍

처를 최상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EA). 국방 

전체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보 서비스를 업무 지

원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체계, 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를 통

합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업무로부터 정보 기술까지의 살아있는 정보화 종

합 설계도로서 모든 국방 관련 아키텍처를 포괄

하는 개념. ☞ MND-EA(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국방 아키텍처 관리 체계 

| 國防architecture 管理體系 | 정책/제도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Repo-

sitory Management System

정보기술 아키텍처 산출물과 참조모델 및 관련정

보를 포함하는 참고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체계

를 말한다.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 체계 

| 國防architecture産出物管理體系 | 정책/제도

Ministry of National Defense-Architecture Repo-

sitory Management System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및 관련된 정보를 저

장,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 MND-

ARMS(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Respositery Management 

System)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 

| 國防architecture Framework | 정책/제도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1. 국방 아키텍처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 산출물

과 산출물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국방 아키텍처의 틀을 말한다.

2.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표준설계방법론을 말한다.

국방 연구개발 기획서 | 國防硏究開發企劃書 | 

정책/제도

국방기술품질원의 기획 연구 결과이며 미래 소요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방향과 국방 과학 기

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전략 및 국방 중

기 계획 수립의 근거 문서가 된다.

국방 연구개발 실행계획서 

| 國防硏究開發實行計劃書 | 정책/제도

국방부의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근거로 작성한 국방 과학 기술 진흥에 관

한 시행 계획 문서를 말하며, 매년 작성한다.

국방 연구개발 장려금 | 國防硏究開發獎勵金 | 

정책/제도

국방 R&D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기술인력

의 우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국방 영역 | 國防領域 | 정책/제도

MND Functional Area

국방 영역은 상호운용성, 연동, 통합성을 확보하

는 전군 수준의 데이터공유를 위해 1개 이상의 

기능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와 

코드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영역을 말한다.

국방 예산 | 國防豫算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Budget

국군을 편성하고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국방 예산배정 계획서 | 國防豫算配定計劃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Apportionment of Budget Plan

국방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과 예산을 적기에 집

행하도록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한 계획서로서 합

참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월별 재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예산서 | 國防豫算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Budg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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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심의 통과되고 정부에서 확정 공포된 

예산에 의거 작성되는 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중 목표 예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집행하

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제공한다.

국방 예산요구서 | 國防豫算要求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Call for Estimates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요구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종합, 조정하여 기획 예산처에 국방 

예산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공식 문서를 말한다.

국방 재고물자 | 國防 再顧物資 | 사업/계약관리

Defense Inventory Goods

즉각적인 불출이 가용한 국방물자로, 새로운 추

가 계약 없이 적격의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의 

청구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인도가 가능

한 청구나 계약하의 국방물자도 포함한다. 이러

한 방법으로 채워질 수 없는 적격의 외국정부나 

국제조직으로부터 받은 청구들은 Section 22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규정에 의거 새

로운 조달계약 하에 청구가 되어야 한다.

국방 전시 군수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 國防戰時軍需支援所要--能力判斷書 | 

정책/제도

전쟁 가정 년도 1년 간의 군수 지원 소요(초도 소

요 및 보충 소요)와 능력(현 보유량 및 전시 가용

량)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명시한 문서로,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국방 동원 운영 계획서, 

국방 전시 예산서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전시 예산서 | 國防戰時豫算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Wartime Budgeting

전쟁 발발 시 평시의 사업 계획 및 예산 체제를 

전시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작성되

는 전시 문서로서 전시 예산 획득 및 지원에 필

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전시 인사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 國防戰時人事支援所要및能力判斷書 | 

정책/제도

국내 가용 인원(병력, 근로 소집 및 기술 인력)을 

동원하여 전시 1년 간의 세부 군사 지원별 인력 

충원 소요와 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전쟁 가정 연도 병력 동원 집행 계

획서와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중의 군사력 

분야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전시 정책서 | 國防戰時政策書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Wartime Policy Paper

전시 국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전시 군사 작전 수행과 지원에 대

한 지침을 제공하며, 평시에는 전쟁 준비 및 계

획 수립을 위한 참고 문서로 활용한다.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 | 國防電子調達 system |

사업/계약관리

Defens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국방획득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방 분야 물

품·용역·공사 조달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체계

로써 조달업체, 방위사업청 및 각 군 계약담당공

무원이 인터넷 상에서 조달계획, 입찰공고, 전자

입찰, 계약, 협상, 대금 지불, 전자문서 유통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대민 

시스템이다.

국방 정보 기술 | 國防情報技術 | 정책/제도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사용자가 원하는 국방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

리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여러 가지 총

체적 기술을 말한다.

국방 정보 기술 표준 | 國防情報技術標準 | 

정책/제도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1. 국방정보체계 구현 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술표준을 기술 분야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2. 국방 무기·전력지원 체계를 개발하는 데 적

용되며,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

한 강제적이며 최소한의 정보기술 표준 집합이

다. ☞ DITA(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국방 정보 보안 시스템 | 國防情報保安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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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지원체계

Defense Intelligence Security System

정보기술에 의한 내·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군의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전력지원체계 내의 군사

기밀 및 소프트웨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보

안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보안시스템, 사이버 

보안시스템, 전자파 보안시스템으로 구분한다.

국방 정보 시스템 | 國防情報 system | 

정책/제도

Defense Intelligence System

국방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

화된 체계를 말하며, 전장관리정보체계, 자원관리

정보체계, M&S체계, 기반체계로 분류된다.

국방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 國防情報資源管理system | 정책/제도

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전군의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된 절차 및 기준을 제공하여 국방 정보 자원 관

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원이 도입

되는 사업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이력을 저

장하여 정보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

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DRIMS(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국방 정보 체계 | 國防情報體系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System

국방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적군과 아군 또는 우

군의 자원과 기술 등에 대한 모든 정보의 수집·

생산·전파·활용 및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

고 통합하여 최적화하는 과학적 수단의 집합체를 

말한다.

국방 정보 체계 통합 아키텍처 

| 國防情報體系統合아키텍처 | 정책/제도

Defense Intelligence System Integrate Architecture

2012년 원할한 전작권 전환 및 국방정보화비전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자원관리 7대 기능

을 지원하는 17개 전군 지원체계 중심 EA구축, 

5대 전장관리체계 중심 전장관리EA 구축, 각군 

본부 고유기능의 주요 자원관리체계 중심EA 구

축. 상기 아키텍처들 간의 연계 / 통합된 아키텍

처를 말한다.

국방 정보 체계 표준관리 시스템 

| 國防情報體系標準管理시스템 | 정책/제도

DITA Management System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보장을 위한 표준 관리 시

스템으로 DITA 소개, 표준조회, 표준소요, 표준 

활용 및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국방 정보 체계망 | 國防情報體系網 | 정책/제도

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국방부에서 국방 자원 관리 및 군사 운용 등 국

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가 

전산화되어 운영되는 조직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한 정보 통신 체계를 말한다. 

☞ DISN(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국방 정보 판단서 | 國防情報判斷書 | 정책/제도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외 정세 및 군사

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수

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작성체계는 F+1 ~ F+15년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작성하며, 근거 문서로는 정

부/군의 정보자료, 대외정보 관련 자료가 있다.

국방 정보보호 제품 | 國防情報保護製品 | 

전력지원체계

Defense Information Protection Product

인증기관에서 CC인증을 획득한 국가 정보보호 

제품 및 각급 부대(기관)에서 자체 개발하였거나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 제품 중 

국방부 적합성 검증을 받을 제품을 말한다.

국방 정보화 | 國防情報化 | 정책/제도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전·평시 국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의 유통, 활용 및 가치 발휘를 극대화하여 국방 

구조 전반을 지식 중심(Knowledge Base) 두뇌 

집약적 구조로 전환시키는 제반 활동 및 행위로

서 군사력 구조 및 국방 운용 체계를 지식 중심 



89

ㄱ

국방 투자 사업 집행 승인서

질위주 정예군 구도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 활

동과 국방 업무 혁신을 포함한다.

국방 정책 | 國防政策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Policy

국가 안전 보장 정책의 일부로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 비군사에 걸쳐 각종 수단을 유지, 

조성 및 운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국방 조달 절차 | 國防調達節次 | 사업/계약관리

Defense Procurement Process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 시설 및 용역을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에서 수요군이 요구하는 장소와 

납기에 적정 규격에 의한 품질, 적정 서비스(용

역) 조건과 경제적 가격으로 획득하는 행위의 절

차를 말한다.

국방 중기 계획 | 國防中期計劃 | 정책/제도

Defense Intermediate Range Plan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제기된 5개

년 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

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

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제기된 

군지휘구조, 부대의 창설·해체, 개편소요를 검

토·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

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방 중기 계획 요구서 | 國防中期計劃要求書 | 

정책/제도

매년 방위사업청 지침과 중기발전계획서를 근간

으로 예산이 반영된 문서를 말한다. 

국방 중기 계획서 | 國防中期計劃書 | 정책/제도

기획에서 설정된 군사력 소요와 국방 정책을 구

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기준 연도로부터 5년 

간을 대상 기간으로 하여 연도별 가용 국방 재원

을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방위력 개선 사업 및 

운영유지 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

여 대상 기간인 5개년 동안의 연도별, 사업별, 계

획 구조별 및 기능별로 가용 재원을 배분한 계획

서으로서 대상 기간 중의 모든 국방 활동의 모체

가 된다.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획득 개발 계획서 

| 國防中長期武器體系獲得開發計劃書 | 

정책/제도

무기체계의  획득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중장기 

무기체계소요 기획과 연동된 중장기 획득개발 계

획을 수록한 문서. 이는 국방 중기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한다.

국방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서 

| 國防中長期硏究開發計劃書 | 정책/제도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연구개발 소

요를 제기함으로서 일관성 있는 중기 연구개발 

추진 및 국방 중기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

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 정책, 연구개발 투자 

분석 및 사업별 기본 계획이 제시되며, 합동 장

기 군사 전략 기획서, 합동 중장기 무기체계기획

서, 합동 중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를 근거로 

하여 X-2년 6월까지 작성된다.

국방 통합 정보 관리 체계 

| 國防統合情報管理體系 | 정책/제도

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제 전장 체계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전장 통제의 자동화 및 전력 발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반 체계(H/W)와 응용 체계(S/W)

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 DIIMS(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국방 투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보고서 

| 國防投資事業豫算執行現況報告書 | 정책/제도

국방 예산 배정 계획서와 국방 예산 운영 지침서, 

투자 사업 집행에 대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합참

과 각 군 및 기관에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한 실적

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차질없이 예

산을 운영함으로써 조기 전력화를 도모하고 연도 

말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국방 투자 사업 집행 승인서 

| 國防投資事業執行承認書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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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특화 연구 센터

국방 중기 계획서와 예산 연도의 계획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로서 

당해 연도 국방부 집행 승인 통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국방 특화 연구 센터 | 國防特化硏究 Center | 

정책/제도

Defense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핵심기술·부품개발에 접목시킴

으로써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하여 특정 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

록 학계연구소 및 출연 등에 위촉된 연구센터를 

말한다.

국방 특화 연구실 | 國防特化硏究室 | 정책/제도

Defense specialization laboratory

미래 핵심기술분야에 필요한 기초연구분야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한 국방특화연구센터의 연구

실단위의 집단연구체계를 말한다.

국방 표준 | 國防標準 | 정책/제도

Korean Defense Standard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군수

품에 관한 규격.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형상 등 기술적인 요구 사

항과 요구 필요 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서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

로 규격서, 도면, S/W 기술 문서 등의 기술 문

서 등으로 구성된다. ☞ KDS(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국방 규격(國防規格)

국방 표준 식단 | 國防標準食單 | 전력지원체계

Military Standard Menu

연간 장병의 급양관리 및 급식운영에 관한 목표, 

방침을 설정한 것으로 이는 1종품의 보급기준 및 

지구 표준식단 작성의 기준이 된다.

국방 표준 자금 계정 부호 

| 國防標準資金計定符號 | 사업/계약관리

각 군별로 상이하게 적용 운영하던 계정 부호를 

통합, 조정하여 주요 제원 및 기타 관리 자료 수

집을 통한 사용 부대에 자금 사용 융통성 부여 

및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분류된 9개의 

계정 과목에 붙인 부호를 말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000(지상 장비 및 공구), 2000(타

이어 튜브 및 축전지), 3000(항공기 수리부

속), 국방 표준화1444000(함정 부속), 5000(건

전지 및 야전선), 6000(피복, 장구 및 일용품), 

7000(일반 물자 및 화공 약품), 8000(연료 및 부

동액), 9000(의무 물자).

국방 표준 종합 시스템 | 國防標準綜合體系 | 

정책/제도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형상관리의 기능은 방위사업청에 있으나 형상관

리 관련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관리함으로

써 목록과의 연계가 안되고 자료의 최신화가 미

흡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방위사업청에서 현재 

개발 중인 체계이다.

국방 표준화 | 國防標準化 | 정책/제도

Defense Standardization

1. 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

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종

류, 형상, 치수, 품질, 시험, 검사, 용어, 기호 등 

공학상의 기준)을 결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에 관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2. 전투 준비 태세 향상과 수명주기 비용 절감, 

획득 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및 비 무기

체계, 시설 등의 설계, 획득, 관리, 운영유지 등

에 필수적인 자재,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서브 

시스템, 시스템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표

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 표준 품목 지

정, 규격화, 형상 관리로 구분하고 있다.

국방 표준화 정보 체계 | 國防標準化情報體系 | 

정책/제도

군내에 독립적으로 구축된 각종 정보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표

준화 체계. 대상은 전장 관리 체계와 자원 관리 체

계(군수 및 동원 체계, 재정 및 인사 체계 등) 및 

M&S(Modeling & Simulation)체계를 포함한 모

든 국방 정보 체계의 데이터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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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국방 품질 경영 | 國防品質經營 | 정책/제도

Defense Quality Management

군수품 획득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수품의 총 수명주기(Total Life Cycle)에 걸친 

장비의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말한다.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 國防品質經營system | 

정책/제도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산물자의 품질과 방산업체

의 품질 시스템 향상과 보증을 위해 지원하고 관

리하는 체계이다.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2000

년 ISO 9000: 2000을 도입함에 따라 국방 품

질 시스템 규격도 이를 기반으로 군수 분야 특

성과 정부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조건을 보강

하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인 KDS 0500-

9000으로 전면 개편하여 업체에 적용하고 있

다. * DQMS(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 國防品質經營system認證 | 정책/제도

Certification Audit 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제도는 국방기술품

질원이 군수 업체의 군수품 생산 체제와 관련된 

품질 경영 시스템을 평가하여 관련 국방규 격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대하여 문서로 공인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 형상 관리 정보 체계 

| 國防形象管理 情報體系 | 사업/계약관리

Defense Configu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 규격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격 제

정 및 개정된 기술자료를  국방기술품질원이 방

위사업청에서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 양산단계 

및 운용단계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전체가 

대상이며, 대상자료는 규격서, 도면, 자료목록 

및 QAR(Quality Assurance Request)을 포함

하여, 전 군 및 국방관련 기관과 방위사업청 규

정에 의해 공개 품목에 한하여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 | 國防獲得開發計劃書 | 

정책/제도

Defense Acquisition Development Plan

중장기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에서 제기된 

전력 소요에 대하여 획득 정책을 수립하고 무기

체계및 주요 장비의 획득 계획, 연구개발 계획 

및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과 발전 방향 등을 제시

하는 문서로서 국방 중기 계획 작성에 기초 자료

를 제공한다.

국방 획득 제도 | 國防獲得制度 | 정책/제도

Defense Acquisition System

무기·장비 등 군수품의 획득을 위한 제도로 

1972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탈 냉전 이후 급

격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위협과 첨단 과학 

기술 그리고 국가 가용 자원의 한계라는 불확실

성이 증대되면서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라인 미

래 군사력 건설 차원에서 국방 획득의 비중이 크

게 증대되었다.

국방비 | 國防費 | 정책/제도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

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

영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

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

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

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

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

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

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

할 한계점과 경제 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

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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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와 경상운영비로 구분한

다. 방위력개선비는 투자비의 일종이며 경상운영

비는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구성된다.

국산 대체 | 國産代替 | 사업/계약관리

Domestic Replacement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하여 국산화하는 것으로 상세규격이 있는 국내 

실적품목 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내에서 계약하며 신청업체에 한하여 

제한경쟁으로 수혜기간은 1년이며 계약방법에 대

한 법적근거는 없다.

국산 대체 기술 검토 | 國産代替技術檢討 | 

사업/계약관리

본래 외자 도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 도입 

방법에 따라, 산업 자원부 장관 주관 하에 그 품

목의 국산 공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70년대 중반부터 군수품에 대한 검

토는 별도로 국방부 조달 본부에 그 기능이 주어

져 국방부 예하 육, 해, 공군 및 직할 기관의 외

자 구매(FMS, 상업 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경

제성, 국내 산업 시설의 생산 능력, 해외 시장 여

건 및 기술 사항 등 제반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

여 국산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분석, 판

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산 신기술 인증 마크 | 國産新技術認證mark |

정책/제도

Korea Good Technology

국내 개발 신기술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시행

하는 인증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시제품 단계 또는 

상품화한 지 2년 이내의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 

및 2년 이내에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로서, KS

나 Q마크가 제품의 품질 향상 유도에 목적이 있

는 반면 KT마크는 국산 신 기술의 우수성을 인

정함으로써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신뢰

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술 인증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2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

다. ☞ KT(Korea Good Technology)

국산화 | 國産化 | 정책/제도

Local Manufacturing

국산화란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획득과 관련

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도입하는 장비·부

품 및 물자 등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기술과 국내·외 설비(해외설비

는 시험평가 장비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

려는 제반과정을 말하며, 그 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국산화 대상 구분

(1) 체계국산화

연구개발단계 또는 생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

가 자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

하여 최종대상체계 (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

품)을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생산단계에서 자

체 보유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

여 최종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

(2) 부품국산화

국내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를 구

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그 이

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생

산하는 것

2. 국산화 단계 구분

(1) 연구개발국산화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대상체계 획득 시 최종시제

품 또는 그 하부체계·부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2) 생산국산화

국내연구개발단계시 개발된 품목 이외의 추가적

인 하부체계·부품을 생산단계 시 국내에서 개

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협력생산 초기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3) 운영유지국산화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부

품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

국산화 개발 | 國産化開發 | 정책/제도

Localization Development

외자 수입품목을 국내시설 및 설비를 이용 생산 

국산화하는 것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은 고도의 

기능성 및 고가품목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하며 

계약 수혜기간은 수의계약으로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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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개발계획 | 國産化開發計劃 | 정책/제도

Localization Development Plan

부품을 국산화하여 개발하는 업체(이하 이 장에

서 “국산화개발업체”라 한다)가 각 부품별 개발

의 필요성, 개발품명 및 적용장비, 개발예상단

가, 개발기간 및 완료시기, 시험평가 방안 등을 

작성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산화 기본 계획 | 國産化基本計劃 | 정책/제도

Localization Basic Plan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또는 양산계획서에 포함된 

국산화계획으로서 지속적인 수정과정을 통하여 

국산화개발방안이 구체화되는 계획을 말한다.

국산화 인증 | 國産化認證 | 정책/제도

Localization Certification

목표 국산화율 요구기준의 최소수준을 넘으면 인

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군용물자부품 개발품목

의 목표 국산화율은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

다. 국산화 인증은 개발관리기관이 개발업체가 

제출한 개발품목의 원가자료를 심사하여 인증여

부를 결정한다.

국산화 추진 계획 | 國産化推進計劃 | 

사업/계약관리

Localization Propel Plan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산화개발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국산화개발계획을 검토·종합하여 통합사

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산화율 | 國産化率 | 사업/계약관리

Localization Ratio

1. 군용 물자의 총 조달 가격에서 그 군용 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품 소재(원자재) 및 기술 도

입비 등으로 지출된 외자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

의 총 조달 가격에 대 한 백분율(%), 총 국산화율

(%) = (총 조달 가격 - 외화 총 지출액)/총 조달 

가격 × 100.

2. 통상적인 국산화율의 개념은 장비(물자)가격

기준 국산화율과 부품가격기준의 국산화율을 말

하며, 부품수 기준 국산화율도 사용한다. 부품수

를 기준으로 한 산정방법이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군장비가 특성상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

어 있고 부품의 한계정립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품별로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많은 하청업

체의 생산부품에 대한 명확한 국산화 여부의 파

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외 교육 | 國外敎育 | 정책/제도

Overseas Training

국외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요군·국과연·기품원 

등의 요원이 국외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국외 구매 | 國外購買 | 사업/계약관리

Foreign Capital Purchase

무기체계 구매형태의 하나로, 도입 시기를 기준

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따라 상

업구매 및 대정부간 구매(FMS를 포함한다)로 구

분한다.

국외 군사 교육 | 國外軍事敎育 | 정책/제도

Foreign Military Training

선진 군사지식 습득, 국가별 지역전문가 양성, 

우방국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외국의 국대원, 

지휘참모대학, 병과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외 도입 | 國外導入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획득 업무 구분의 한 형태로 각 군 및 

기관에서 소요 제기 한 무기체계중 연구개발 대

상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외로부터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또는 임차의 

형태로 획득하는 방법이다.

국외 도입 무기체계 | 國外導入武器體系 | 

사업/계약관리

기술협력생산, 직구매 및 임차로 외국에서 획득

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국외 사업 현장 감독관 | 國外事業 現場監督官 | 

사업/계약관리

Project Management Officer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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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경우 계약 이행의 관리감

독을 위해 국외사업의 현장에 파견된 군인 및 공

무원을 말한다.

국외 상업 구매 계약 | 國外商業購買契約 | 

사업/계약관리

Foreign Capital Contract

계약 담당 공무원이 대외 지급수단 또는 차관자

금으로 구매하는 군수물자와 장비의 정비 및 용

역을 외국 업체의 대표와 체결하는 상업 구매 계

약을 말한다.

국외 외주 정비 | 國外外注整備 | 사업/계약관리

Out-country Maintenance

해외 도입 장비를 국내의 군창이나 민영창에서 

수리, 정비하는 능력이 부재한 경우 해외 제작사

나 정비 업체에 외주로 맡겨 정비하는 경우이다.

국외 조달 | 國外調達 | 정책/제도

Foreign Procurement

1.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

으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 관서의 장이 

외국환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 지급 수단(외

국 통화와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외국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과 차관 자금으로 구

매하는 물품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조달하는 

것, 군에서는 FMS(대외 군사 판매)나 해외 상용 

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 조달을 실시하고 있다. 

☞ 외자 조달 국외 구매

2. 국내조달과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국환 관리

법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물자 또는 용

역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FMS(대외

군사판매)나 해외 상용구매 등을 통하여 국외조

달을 실시하고 있다. ☞ 국내 조달

국외 조달 능력 | 國外調達能力 | 정책/제도

Foreign Procurement Ability

국내 조달 능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

역을 획득하는 것으로, 조달 방법에 따라 대외 

군사 판매(FMS)와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

외 조달로 구분한다.

국외 조달 업체 | 國外調達業體 | 사업/계약관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외 조달 전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이

용에 관한 약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

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외 조달 전자 입찰 | 國外調達 電子入札 | 

사업/계약관리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외

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

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

라 국외조달업체, 무역대리점, 국내조달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국외 직구매 | 國外直購買 | 사업/계약관리

Outcountry Direct Purchase

무기체계국외 도입 방법 중 하나로서, 국외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매 형태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 

및 상업 구매로 구분한다.

국유재산 | 國有財産 | 정책/제도

State Property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

를 말하며, 이는 공유 재산, 사유 재산에 대한 개

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

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 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

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 

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 행사권과 사원

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관리 특별 회계 

| 國有財産管理特別會計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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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의 군용 시설을 매각한 재원으로 교외에 

이전하기 위한 사업과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

지를 매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을 말한다.

국유재산 대부 | 國有財産貸付 | 정책/제도

Loan of State Property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사용 

수익케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유상 대부와 무상 

대부의 2가지가 있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 이외

의 제 3자에게 잡종재산을 사용 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민

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것이다. 후자는 국가

가 잡종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정 기간 사

용한 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효력

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사용 대차와 같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하거나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적

정한 댓가없이 이를 양여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없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는 

없다. 잡종재산의 대부 역시 모든 관청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일반 경쟁 계약 방법에 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 자치 단체, 공법인, 공

익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임야를 목축, 

조림, 광업, 채석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자 할 때,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 정책상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 곤란한 재산을 그 

연고자에게 대부할 때 가능하다. 또한 잡종재산

을 공공 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

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 대부도 가

능하다.

국유재산 매각 | 國有財産賣却 | 정책/제도

Sale Of State Property

국가가 잡종재산을 일반사물과 같이 매도하는 것

을 말한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잡종

재산에 한하며, 따라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그대로는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용도폐지 또

는 보존 불필요의 결정에 의거 잡종재산에 편입

된 연후에야 매각의 대상이 된다. 잡종재산의 관

리청은 국세청장이므로 그 처분 역시 국세청장

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또는 

기업 예산 회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특별회

계의 기업용 재산은 그 회계를 관장하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이를 매각한다. 그 매각의 방법에 

있어서는 여타의 관청계약과 같이 일반경쟁 입찰

의 방법에 의거 공매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대부된 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일반

경쟁 입찰에 있어서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낙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국가의 행위

를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작전상

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

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용도 폐지

한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 투자기관

에 물건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할 수 있다.

국유재산 양여 | 國有財産讓與 | 정책/제도

Transfer Of State Property

국가가 잡종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이외

의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같은 것이다. 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

고 있다. 국유재산을 양수한 자는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외에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며, 10년 

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는 국가가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 國有財産法 | 정책/제도

State Property Law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 재산(공공용 재

산, 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과 보존 재산, 잡종

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

과 처분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

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 재정부 장관이 총

괄하되 행정 재산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하

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 청장이 관리 또

는 처분한다. 행정 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

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

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국정 감사·조사 | 國政監査·調査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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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동 기초 연구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국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

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제 공동 기초 연구 | 國際共同基礎硏究 | 

정책/제도

International Common Basic Research

국방과학기술분야의 경제적인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연구

기관 등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공동연구를 말한다.

국제 공동 연구개발 | 國際共同硏究開發 | 

정책/제도

Cooperation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

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

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국제 협력 연구개발(國際協力硏究開發)

국제 군사 교육 훈련 | 國際軍事敎育訓練 | 

정책/제도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선택된 외국군 및 군 관련 민간인에 대해 원조로 

훈련을 제공하는 미 안보지원 프로그램으로 훈련

은 미국/해외에서 이동훈련팀을 통해 미군과 함

께 미군기지에서 제공된다. IMET Program은 

대외군사지원법(FAA)에 의거한다.

국제 군사 학생 | 國際軍事學生 | 정책/제도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

SATP(Sponsorsh ip  o f  the  secur i ty 

Assistance Training Program)하에, 미 정부 

활동을 배우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는 외국정

부의 군인 및 민간인 신분의 사람을 말한다.

국제 군수 | 國際軍需 | 정책/제도

International Logistics

1. 국가나 국제 기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군수 교

류. 이는 주로 당사국 간의 정책 및 체제에 영향

을 많이 받게 되며, 국익을 위한 국가 외교 정책

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크게 경제 지원과 군

사 지원으로 구분된다.

2. 국가 간 군수지원 협정을 협의, 계획 및 수행

하는 협정으로서 1개 이상의 호혜적(互惠的)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군대로부터 상환조건 없

이 군수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 또는 주요 

품목, 물자나 서비스 등의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국제 군수 지원 | 國際軍需支援 | 정책/제도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전·평시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군사 물자 

및 이에 관련된 용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

로 상호 군수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 기술 협력 기구 | 國際技術協力機構 | 

정책/제도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국외군사판매(FMS) 국가 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

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

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

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

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 중 

F-16, F-4, F-5, AT-37, C-130 항공기를 가

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

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

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

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

는 가입국에서 보고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

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

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

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

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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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

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

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

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

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

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

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

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

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

을 가입국에 제공한다.

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

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

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

(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

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

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

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

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

(ECP)를 작성한다.

국제 상공회의소 | 國際商工會議所 | 정책/제도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

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

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

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

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신용장 통일 규

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

입하였고 1959년 2월 24일에 국내 위원회를 구

성하였다.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사 중재 | 國際商事仲裁 | 사업/계약관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간의 상업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 

조정, 알선 등에 의해서 원만하고도 타당한 해결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

는 기관을 상사 중재 협회라 하며, 협회가 제정

한 중재 조항을 상사 계약에 채용하는데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면 협회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재정(裁定)에 복종하는 제도이다.

국제 수지 | 國際收支 | 정책/제도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1. 일정 기간 한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와 행한 

국제 경제 거래를 복식부기원리에 의하여 작성한 

통계표이다. 즉 일정 기간 국내에서 국외로 향하

는 지급의 흐름과 국외에서 국내로 향하는 지급

의 흐름을 사후적으로 대조시킨 것이 국제 수지

이며, 국제 수지는 경상 계정(Current Account)

과 자본 계정(Capital Account)으로 구성된다. 

경상 계정은 상품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 수

지, 서비스의 수출입을 나타내는 무역외 수지 및 

증여의 주고 받음을 나타내는 이전 수지로 구성

되며, 자본 계정은 자본의 수출입을 기록한 것으

로서 상환 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자본 수지

와 장기 자본 수지로 나누어진다. 이들 수지를 

종합했을 때 수입이 지불보다 많은 경우 국제 수

지는 흑자가 되어 대외 채권의 증가로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어 대외 채무의 증가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IMF 표준 양식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및 연간 국제 수지표를 작

성하고 있다. 

2.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에 있어 일국이 

외국에 대하여 지불한 외화와 외국으로부터 수

취한 외화 및 금의 총계를 말하는 수취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으면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국제수

지의 계산에는 무역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자금 

이동을 포함한다. ☞ 무역 수지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 國際聯合平和維持活動 | 정책/제도

Peace Keeping Operation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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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제 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 연합의 재정 부담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 협정 이행 지

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

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

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

하는 평화 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 

☞PKO(Peace Keeping Operation)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 國際internet標準化機構 | 정책/제도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의 운영, 관리,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프

로토콜과 구조적인 사안들을 분석하는 인터넷 표

준화 작업 기구.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IAB)

의 산하 기구로 인터넷의 운영, 관리 및 기술적

인 쟁점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망 설계

자, 관리자, 연구자, 망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

방된 공동체이다.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입찰 | 國際入札 | 사업/계약관리

International Bidding

1.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

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

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국제 입찰에 

의하는 정부 조달 계약의 범위는 정부 기관이 체

결하는 물품, 공사, 용역의 계약으로 정부 조달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 규범에 따라 권한자

(기획재정부 장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

의 계약을 말한다.

2. 국제거래상의 구매방식은 일반상거래에 의한 

구매와 입찰(入札)에 의한 구매로 대별할 수 있는

데, 국제입찰이란 외국의 구매기관, 상사 등 입

찰시행기관이 특정한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서로 가격 등 판매조

건을 일정기간 내에 제시하게 하고 이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관보(官報) 또는 

공공홍보수단에 의하여 공표(公表)되거나 입찰안

내서상 Tender 또는 Bid 등이 명시되어 외관상 

일반 상거래와 구분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국제 전기통신 연합 | 國際電氣通信聯合 | 

정책/제도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UN의 12개 전문기관중의 하나로 세계각국의 전

기통신에 관한 제반문제를 검토하고 전파등의 합

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등이 목적이며 1865

년 만국전신연합으로 창설되어 1932년 마드리

드회의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스

위스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전신, 전화, 무선통

신,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관

한 연구 및 규칙, 권고안 작성, 정보수집 및 발

간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각국에 주파

수의 할당/등록 및 전기통신 운용에 대하여 권

고한다. 운영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며 ‘93. 6월 현재 회원국은 175개국이

다. ‘92. 12. 21일 제네바추가전권회의에서 ITU 

조직을 표준화부문(TS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전파통신부문

(RS:Radio Communications Sector), 개발부

문(DS:Development Sector)으로 전면 개편하

였고, TSS는 CCITT와 CCIR에서 추진하던 표준

화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된다.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 

| 國際電信電話諮問委員會 | 정책/제도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ive 

Committee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는 1925년 국제전기

통신조약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상설 기관 중 하나이다. 1957년에 전신·전화별

로 존재하던 기관을 병합하여 새롭게 창설했다

가 1992년 제네바 ITU 헌장 및 협약에 따라 1993

년 3월 폐지된 조직이다. 가맹국의 주관청과 가맹

국으로부터 참가를 승인받은 사기업으로 구성되

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한 기구로서 전

신, 전화에 관한 기술운용과 요금문제에 관한 자

문 및 권고하는 일을 했다. 전신·전화의 운용과 

요금계산 기준, 기술적인 정의, 통신선로의 보호, 

전신·전화의 전송기준과 표준화 등 다양한 업무

를 맡았다. 연구위원회로부터 기술의 진보와 수

요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권고안

을 모아서 3년에 1번 개최되는 총회에 제출, 승인

을 구했다. 폐지 후,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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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U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이 기능을 계승했으며, 총회는 세계전기통

신표준화회의가 운영하고 있다.

국제 차관단 | 國際借款團 | 정책/제도

International Consortium

원래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형식을 뜻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후로는 개

발 도상국의 경제 계획에 대하여 선진 공업국들

이 협력하여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

였다. 채권국 회의(債權國會議)라고도 하는데, 

방식은 원조 제공국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어 

원조액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원조 방법은 각국

과 원조 수입국의 양국간 교섭에 맡기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방식의 이점은, ① 다액의 원조 자

금의 동원이 가능하며, ② 원조의 중복을 피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2국간 

원조와는 달리 원조 제공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없다. 전형적인 예는 1958

년 8월에 발족한 대(對)인도 채권국 회의, 1960

년 10월 발족한 대파키스탄 채권국 회의, 1966년 

9월 발족한 대인도네시아 채권국 회의 등이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주권자가 되는 경우

가 많다. 또 1970년대 이후로는 국제 금융 활동

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국제적 은행이 연합체를 

결성하여 단위가 큰 융자를 맡는 경우가 늘어났

다. 오늘날 이 개념은 더욱 널리 적용되어 국제

적 상업 은행·상업 은행에 의한 국유기업·공

공 사업체·대형 민간 기업·대형 프로젝트에 대

한 대규모 융자를 할 때에도 차관단이 조직되어 

국제 금융 업무의 중핵을 이룬다. 본래는 금융용 

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

른 복수 기업의 연대 참가의 경우에도 이 용어가 

쓰인다.

국제 측정 표준 | 國際測定標準 | 정책/제도

Inter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관련된 양의 다른 표준들에 값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정 표준을 말

한다.

국제 테러리즘 | 國際terrorism | 행정공통

International Terrorism

외국의 체제에 반대하거나, 외국의 반체제 운동에 

가담하여 행동하는 국제적 테러 행위를 말한다.

국제 통화 기금 | 國際通貨基金 | 행정공통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30년대 나타난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외화 및 

무역 통제를 제거하여 전후 국제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다각적 결제 제도의 확립을 목표로 한 국

제 협력 기구를 말한다.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평화군 | 國際平和軍 | 행정공통

International Peace Force

세계 평화와 전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연합 결

의에 의거 적절히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국제 표준 | 國際標準 | 정책/제도

International Standards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

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

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국제 표준으로

는 국제 표준 기관인 국제 표준화 기구(ISO)나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국제 전기 기술 위

원회(ITU)에서 제정한 표준이 있다. 

☞ IS(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 표준 연동 체계 | 정책/제도

High Level Architecture

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체계를 위한 일반적인 

연동구조로 컴퓨터 플랫폼에 무관하게 다른 컴퓨

터 시뮬레이션 체계와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동체계를 말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 | 國際標準化機構 | 정책/제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의 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

인 국가 표준 기관들의 연합체. 여러 기술 분야

에서 여론을 수렴한 후 이의 국제 표준 개발과 

발간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는 UN 산하 기구이

다. 이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

하고 지식·과학·기술·경제 분야의 국제적 협

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47년 설립된 비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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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품질 보증 협정

구이다. ISO의 회원단체는 각국에서 가장 대표

적인 표준화기관으로 구성되며 1개국에서 1기관

만이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3년 당

시 공업진흥청 표준국(현 중기청 산하 국립기술

품질원)이 회원기관으로 가입했으며 97년 1월 현

재 1백20여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ISO의 

주요활동은 국제규격의 제정이다. 산하 기술위

원회별로 규격 원안을 만들고 이사회승인을 거쳐 

흔히 ISO규격으로 불리는 국제규격을 발행한다. 

ISO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 품질 보증 협정 | 國際品質保證協定 | 

정책/제도

공급국 계약업체의 군용물자 및 용역에 대한 구

매국의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공급국의 정부가 대

행하고 구매국은 이를 인정하는 협정으로 군용물

자 및 용역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상호 제공으로 

군용물자의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방

산물자 품질신뢰 획득으로 군용물자의 수출 경쟁

력 확보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고 있다.

국제 협력 연구개발 | 國際協力硏究開發 | 

정책/제도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

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의 주체와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에 대해 협력

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하며, 국

제공동연구개발과 기술협력 연구개발로 구분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외국 연구개발 주체와 공동의 연구개발을 목표

를 위해 연구개발 자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

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기술협력 연구개발

은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특정 연구개발을 목표

를 위하여 단독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국내에서 

부족한 기술을 외국의 연구개발 주체로부터 협력

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 연구개발, 국제 공동 연구개발, 기술 협력 연

구개발

국제 협정 | 國際協定 | 정책/제도

International Agreement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을 말한다. 

☞ IA(International Agreement)

국제 호출 부호 | 國際呼出符號 | 무기체계

International Call Sign

무선 통신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국제 전신 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호출 부호. 해당 통신소

의 국적은 첫 글자 또는 최종의 2개 문자로 식별

한다. 시각 신호로 사용될 때에는 국제 호출 부

호는 `신호 문자’로서 인용된다.

국지 수송 | 局地輸送 | 행정공통

Local Haul

단거리 수송으로서, 차량 운행 시간이 적재 및 

하화보다 짧은 것이 특징이며, 수송 거리는 25㎞ 

이내로서 1일 4회 왕복 운행이 가장 알맞으며, 

작업량은 ton으로 평가한다. 

☞ LH(Local Haul)

국채 | 國債 | 정책/제도

Government Bond National Bond

1. 다음 회계 연도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원인행위 계약 를 할 수 있으나 

지출년도에 다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예산

2. 국가가 재정 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의 신용으

로 설정하는 금전 상의 채무. 또는 그것을 표시

하는 채권. 내국채와 외국채가 있는데, 지방채와 

함께 공채라 불러 사채와 구별하기도 한다.

3. 국가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한 

채무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로서 발행장소에 

따라 내채와 외채, 기간의 장단에 따라 보통국채

와 교부국채, 기한의 유무에 따라 유기국채와 무

기국채, 그 목적에 따라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등

으로 분류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약하여 보

통 실무적으로 국채라고 말한다. 다음 해에 상환

인 단기국채(보통국채라고 함)와 2년 이상에 걸

쳐 상환되는 장기국채로 구분되며, 보통 국채는 

당해 연도 지시된 국채(장기채 포함)만을 말하나 

전년도 장기채를 포함하여 말할 때도 있으므로 

사용(포함범위)에 유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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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장 기능별 운영 개념

국책 사업 | 國策事業 | 정책/제도

National Project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연구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

하여 관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대

형 프로젝트, 문라이트계획, 원자력 분야의 원심

분리법, 우라늄 농축기술, 신형전환로 개발, 고

속증식로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군 구분부호 | 軍區分符號 | 행정공통

Military Division Code

문서 번호 구성시 첫 자리에 표시함으로써 군 구

분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길이는 한 자리이고, 

형식은 알파벳이다(보급 부호집 참조). 예를 들

면, A: 육군, B: 육군(대미 관계 적용), D: 공군

(대미 관계 적용), F: 공군, G: 정부 기관 및 기

타 기관, N: 해군, S: 국방부, P: 해군(대미 관계 

적용).

군 보급 및 수송 평가 절차 

| 軍補給 및 輸送評價節次 | 행정공통

Military Supply and Transportation Evaluation 

Porcedure

보급시스템의 성과와 수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자료 준비 및 수집의 표준방

법을 제공한다.

군 보급품 | 軍補給品 | 행정공통

Military Supplies

식량, 피복, 장비, 무기, 탄약, 유류, 기타 각종 

자재 및 여러 종류의 기계를 포함한 군을 장비하

고 유지하며,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품목을 말

한다.

군 위성 통신 체계 | 軍衛星通信體系 | 무기체계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군 위성 통신 체계는 ‘02~’07년까지 6년간에 걸

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서 민군 공용 위성체인 

무궁화 5호는 해외 협력하여 개발하였으며, 주 

운용국 및 단말 장비 5종(고정용, 차량용, 휴대

용, 수상함용, 수중함용)은 국내에서 개발하였

다. 개발 장비인 주 운용국은 위성체 자세 및 중

계기를 제어하는 위성 제어 센터와 단말기 간

의 위성통신망을 통제/관리하는 망제어 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말 장비는 전략 제대에 고

정 설치되어 운용하는 고정용 단말장비, 이동용

인 차량 단말 장비는 주파수 대역별(SHF, Ka)

로 2종과 개인 휴대가 가능한 휴대용 단말 장

비, 함정과 잠수함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수상

함/수중함용 단말 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군 위

성 통신 체계는 한반도 및 동남아시아 일대까

지 통신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전술/전략 제대

의 신속하고 생존성 있는 지휘 통제망, 전군 및 

각 군내 정보 전파 방송망, 정보수집 부대와 작

전사간 독립된 정보 수집망으로 운용 되고 있으

며, 지상 통신 기반(M/W, 광, 유선) 및 타 체계

(CPAS, SPIDER, C4I, K-NTDS, MCRC 등)

와 상호연동이 가능한 다목적 위성통신체계이다. 

☞ DSCS(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군 위임 집행 사업 | 軍委任執行事業 | 

정책/제도

국방 획득 관리 규정에 의하여 각 군 총장에게 

집행을 위임한 사업을 말한다.

군 적용 시험평가 | 軍適用試驗評價 | 정책/제도

군 적용을 위해 민·군겸용기술사업으로 개발

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

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

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

분한다.

군 전장 기능별 운영 개념 

| 軍戰場機能別運營槪念 | 행정공통

Operation Concept Of Force Battle Field Function

군 전장 운영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각 기능별 

운영 개념으로서, 각군이 분류한 전장 기능에 대

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세부 개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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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밀 측정 시험소

군 정밀 측정 시험소 | 軍精密測定試驗所 | 

전력지원체계

1. 군에서 운용중인 정밀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서)로서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1) 군1급 정밀측정시험소 : 군 측정표준 대표기

관인 “공군 제85정밀표준정비창“(이하 ”85표준

창“이라 한다)예하 최상급 정밀측정시험소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표준기 소급체계를 유지

하고 군2·군3급 정밀측정시험소에 소급성을 제

공하는 제1표준측정시험소로 정밀측정 장비에 대

한 검·교정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부대

를 말한다.

(2) 군2급 정밀측정시험소 : 담당지역 부대 보유 

정밀측정 장비의 교정을 지원하는 정밀측정시험

소로서, 군1급 정밀측정시험소로부터 표준기 소

급성을 유지하며, 공군 제2, 제3, 제5, 제6, 제7, 

제8정밀측정시험소 및 해군시험소가 이에 해당

된다.

(3) 군3급 정밀측정시험소 : 특수무기체계 지원

용 정밀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소로서, 군2급 정밀측정시험소로부터 표준

기 소급성을 유지하며, F-16 전담지원 정밀측정

부서 및 육군 종합정비창(정밀측정반)이 이에 해

당된다.

2. 표준 장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가 조절되며 먼지 및 충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군 표준을 유지 관리하는 정

밀 측정 시험소를 말한다. 군 1급 정밀 측정 시험

소는 군 정밀 측정 체계의 최상급 교정 검사 부

대로서 기준 표준 장비를 보유하고, 작업 표준 

장비 및 일반 정밀 측정 장비에 대한 계량 표준

을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예를 들

어 공군 85 무장 전자 정비창이 해당된다. 군 2

급 정밀 측정 시험소는 군 1급 표준 측정 시험소

로부터 계량 표준을 공급 받은 작업 표준 장비를 

보유하고, 담당 지역 내의 부대 보유 정밀 측정 

장비 및 자대 교정 부서의 표준 정밀 측정 장비

에 대한 교정 검사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

대이다. 자대 교정 부서는 상급 교정 검사 부대

로부터 계량 표준을 공급받은 작업 표준 장비를 

보유하고 자대 교정 장비에 대한 교정 검사를 수

행하는 부대이다.

군 책임 운영 기관 | 軍責任運營機關 | 행정공통

Military Executive Agency

전투 및 작전 분야에 영향을 주지않는 정비, 보

급, 인쇄 등 비 전투 분야의 부대장 직위에 군내/

외부의 적임자를 공개 경쟁 채용하여 일정 기간 

조직 및 인사와 재정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조직

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

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

국, 일본, 캐나다 등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도 1999년 도입된 이래 현재 국방 홍보원을 비

롯한 47개 정부 기관에서 시행되어 그 효율성이 

입증된 제도이다. 책임 운영 기관장에게는 하위 

조직의 구성 권한, 소속 군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인사권과 함께 예산상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군 표준 대금 청구  시스템 

| 軍標準代金請求 시스템 | 사업/계약관리

MILitary Standard Billing System

이 시스템은 자료구성요소, 코드, 표준 기계적 

절차, 미 국방부에 의해 사용될 직접인도를 포

함하는 시스템, 재고로부터의 판매에 대한 대

금청구, 징수 및 관련 회계를 위한 양식을 제

공한다. 기계적 절차는 FMS as outlined in 

DODI 7420.12 (regarding Interfund Billing 

System)에 적용된다. ☞ MILSBILLS(MILitary 

Standard Billing System)

군 표준 수송 및 이동 절차 

| 軍標準輸送및移動節次 | 사업/계약관리

Military Standard Transportation And Movement 

Procedures

1. 미 국방부 수송시스템에서 모든 화물이동에 

적용되는 동일 표준 수송자료, 문서 및 통제절차

를 말한다. ☞ MILSTAMP(Military Standard 

Transportation And Movement Procedures)

2. 군 수송 체제에 있어서 모든 화물 이동에 적절

하게 통일되고 표준화된 수송지원절차를 말한다.

군 표준 차량 | 軍標準車輛 | 전력지원체계

Standardization of Military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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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관 지정 부호

우리 군의 특수성과 보급 및 정비 등의 후속군수

지원 등을 고려한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도록 특별

히 설계되어, 단일모델로 국방규격에 의해 표준

화된 차륜식 군용차량을 말하며, 그 용도는 전술

적 목적 및 화물, 인원, 기재를 수송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우리군은 

군 표준차량 운영유지를 위해 단일모델별로 제정

된 국방규격 등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고, 

그 수리부속품은 정상소요를 확보하고 있다. 군 

표준차량에는 K131 1/4톤 차량, K311 1 1/4톤 

카고, K511 2 1/2톤트럭, K711 5톤트럭, K811 

12톤 트럭 등이 있다.(‘13년기준) 이와  관련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군용차량(Military Car) : 군사목적으로 사용

되는 차륜식, 궤도식, 차륜 궤도 혼합식 차량.

2. 군용수송차량(Military transport vehicle) : 

전투차량으로써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군사목

적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륜식 또는 궤도차

량으로써 전투차량과 근접지원에 있어서 노외 및 

도로를 통과하여, 화물, 인원 및 기재를 수송하

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

3. 군용차 : 군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넓은 의

미로는 군용열차도 포함하는 데 일반적으로 자동

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투시 위장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하여 국방색으로 되어 있다. 

4. 바퀴식 전투,공격 및 전술용 차량(Combat, 

Assault, and Tactical Vehicles, Wheeled): 

이 군급은 완전한 전투, 공격 및 바퀴달린 전술

차량과 섀시를 포함한다. 이러한 차량에 사용되

는 완제품, 조립체, 부분품, 부속품 또는 부수품

으로써 완전한 섀시 이외의 것은 이 군급 이외의 

다른 군급에 분류한다.

군 표준 청구 및 불출 절차 

| 軍標準請求拂出節次 | 행정공통

MILitary STandard Requisitioning and Issue Pro-

cedures

1. 표준화된 우선순위내에서 물자의 청구와 불

출을 통제하는 미 국방부에 의해 설정된 일정한 

절차. 

2. 군 물자의 청구와 불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

정된 표준화된 우선순위 내에서의 일정한 절차

를 말한다. ☞ MILSTRIP(MILitary STandard 

Requisitioning and Issue Procedures)

군간 | 群間 | 사업/계약관리

부식류가 동류에 속하나 형태와 내용이 다른 것

으로서 예를 들면 소채류의 군간 분류는 녹황소

채, 서류, 김치류, 소채가공품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군간 지원 | 軍間支援 | 사업/계약관리

Cross-servicing

타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용역에 대한 상환을 위

해 지원하는 군에 의해 행해지는 기능을 말한다.

군급 번호 | 群級番號 | 사업/계약관리

미연방 보급분류의 분류 관점을 서술하며, 포함

되는 품목과 제외되는 품목의 한계를 기술하여 

보급품의 분류를 용이하게 하며, 미국이 작성하

여 전 세계에 공급한다.

군급 분류 | 群級分類 | 사업/계약관리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1. 품목을 기능별, 용도별, 성질별로 크게 분류

하고, 유사품목을 묶어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것

으로 4자리로 구성되며, 앞의 두 자리 숫자는 군

(群), 뒤의 두 자리는 급(級)이라 한다.

2. NATO 표준화 협정에 의거 채택 사용하고 있

는 미국의 연방 보급 분류(FSC) 번호로서 4자

리 숫자로 구성, 재고 번호 13자리 중 첫 4자리

를 차지하며 앞의 2자리를 군(群 : Group), 다음 

자리를 급(Class)이라 하며 군은 78개, 급의 수

는 838종이 있다.  FSC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

거함으로써 보급 관리 기능 운영의 기초가 된다.  

☞ FSC(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군급 분류 번호집 | 群級分類番號集 | 

사업/계약관리

군급 분류(FSC)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고, 특정 

군급에 포함되는 품목과 제외되는 품목을 분명히 

구분하여 보급품의 관리와 국가 재고 번호(NSN) 

부여에 국제간 공통 분류 체계의 표준을 제공하

기 위하여 발간, 배포되는 목록 도구의 하나이다.

군기관 지정 부호 | 軍機關指定符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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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업체

사업/계약관리

국방 보급품목 체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

대/기관으로서, 참조번호, 조치기관부호, 자료제

출기관 부호, 자료품목관리기관 부호, 자료접수

기관 부호, 표준화결정기관 부호, 품목관리기관 

부호, 최초 보급픔 선정기관부호 등에 공통 적용

된다.

군납 업체 | 軍納業體 | 사업/계약관리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과거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 물자를 납품하거

나 군의 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국방 조달 본부 또는 각 군(각 군 군

수 사령부 포함)에 등록된 업체로 하였으나 현재

는 국계법 시행 규칙 제 15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토록하고 있다.  군 비밀 공사 또는 

제조 납품 시는 보안 측정을 필한 업체(군납 안전 

진단 적격 업체)만이 입찰토록 제한하고 있다. 

군내 | 群內 | 사업/계약관리

부식류의 군간을 유사품종별로 재분류한 것으로

서 예를 들면 소채류는 배추, 무, 양배추, 오이, 

호박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군단 전투 모의 모형 | 軍團戰鬪模擬模型l | 

정책/제도

Corps Battle Simulation

군단, 사단 및 여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컴퓨터 모의훈련을 위한 

지휘소 훈련 모형을 말한다. 

☞ CBS(Corps Battle Simulation)

군단급 무인 정찰기 | 軍團及無人偵察機 | 

무기체계

Unmanned Aerial Vehicle for Corps Level

군단에서 표적탐지용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개

발한 무인정찰기로 UAV라고도 부르며, 통상명

칭은 송골매, 모델명은 RQ-101이다. 한국항공

우주산업㈜이  1991년 개발에 착수하여 2001

년 전력화되었다. 주·야간 공중정찰이 가능하

고 4.5km 상공에서 120-150 kph의 순항속도로  

80km의 반경에서  6시간동안 체공하면서운용할 

수 있다. 최대이륙중량 300kg, 전장 4.7m, 전폭 

6.4m이다.

군대 부호 | 軍隊符號 | 행정공통

Military Symbol

군의 편성, 장비, 시설, 위치, 부대 이동 및 활동 

규모 등을 간단하고 용이하게 식별하기 위해 사

용되는 도형, 문자, 숫자, 약어, 색채 등의 조합

으로 구성된 기호를 말한다.

군대 부호 표준 관리 시스템 

| 軍隊符號標準管理體系  | 정책/제도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군대부호를 부호화, 표준화하여 국방 정보체계 

구축시 재활용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될 수 있도

록 관리하여 군대부호표준을 신속/정확하게 전

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군령 | 軍令 | 행정공통

Military Command /  Military Orders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

병 기능으로서 군사 전략 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 제기 및 작전 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

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군무 회의 | 軍務會議 | 행정공통

국방 기본 정책서, 국방 중기 계획서 등 기획 관

리 문서와 국방 주요 정책의 결정 및 변경에 관

한 사항, 정부 부처와 대 외국과의 협조에 관한 

정책적인 결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 및 2개군 

이상이 관련되는 주요 정책 사업 등의 주요 국방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부의 최고 심의 회의로서 

의장은 국방부 장관, 위원은 합참 의장, 각 군 참

모총 장, 연합사 부사령관, 차관, 획득실장, 기획 

관리 실장, 정책 보좌관, 차관보, 국방 정보 본부

장, 국군 기무 사령관, 기타 장관이 지정하는 자

로 구성한다.

군비 | 軍備 | 행정공통

Armament

국가와 국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 시설, 즉 군대

의 병력, 무기, 장비, 시설 등을 총칭한다. 사회 

통념으로서의 군비란 육·해·공군의 병력, 무

기, 장비, 시설 등을 총칭하는 것이나, 병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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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교육

자체보다는 장비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사용되기

도 하고 국가의 무력을 직접 구성하는 인적, 물

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

는 군비를 시스템으로서의 무기 운용 전반, 즉 

무기, 인력, 전략, 전술의 총합체로서 보는 경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군비 경쟁 | 軍備競爭 | 행정공통

Arms Race

둘 혹은 그 이상의 적대국 중 일방이 그들의 국

가 안보 내지 우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군

사력이라는 확신 하에 군대를 증강하거나 무기의 

파괴력을 향상시키고 무기의 양을 경쟁적으로 증

가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군비 제한 | 軍備制限 | 행정공통

Limitation of Armaments

국가 간에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군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군비 통제 | 軍備統制 | 행정공통

Arms Control / Management of Military Expe-

nditure

잠재 적대국 간 군비 경쟁의 안정화, 즉 군사력

의 운용과 구조(병력, 무기)를 통제하고, 합의 사

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 위험과 부담을 제

거 또는 최소화시켜 안보를 증대시키려는 모든 

노력으로서, 군비 축소, 군비 해제, 군비 제한, 

신뢰 구축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군비 통제와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군비 통제 또는 군비 관리(Arms Control) 군

비 축소, 감축, 삭감 및 제한을 망라. 

2. 군축 또는 군비 해제(Disarmament) 현 군비

의 부분적인 축소 또는 완전한 제거나 폐지를 포

함.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3. 군비 삭감(Arms Reduction) 전쟁의 가능성

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감축

(보유 무기 및 병력의 수량적 감축). 

4. 군비 제한(Arms Limitation) 특정 또는 비특

정 기간의 군비 수준을 어떤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리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5. 신뢰 구축 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국가 상호간 오해·불신에서 오는 군

사적 위협 또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상호 

정보교환, 군사적 활동 및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활동으로서 상대방 군사 행동의 예측 

가능성 제고로 전쟁 위험의 감소와 위기 관리를

향상시키려는 제반 조치. 

6. 검증(Verification) 군비 통제 협정 당사자들 

간에 조약 의무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인적, 

기술적 수단으로 조사·증명하는 과정.

군사 | 軍事 | 행정공통

The Military

전쟁의 준비와 수행 및 이와 관련된 사회 활동을 

지칭하는 말. 병력의 조직, 훈련 및 작전, 무기 

및 장비의 연구와 제작, 생산과 사용, 전략 전술

의 연구와 운용, 전쟁 물자의 비축과 보급, 국방 

설비의 계획과 건설, 예비군 및 민방위의 조직과 

동원 등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 MIL(Military Affairs)

군사 고문 | 軍事顧問 | 행정공통

Military Adviser

군사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의견이나 조언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책을 말한다.

군사 고문단 | 軍事顧問團 | 행정공통

Military Advisory Group

군사 고문으로 이루어진 단체. 외국에서 군사 원

조를 받는 나라에 파견되어 원조 상황을 관찰하

고 원조 사무를 보며, 군사 훈련 계획의 실시를 

돕는다.

군사 교역 물자 및 용역 

| 美軍事交易物資 및 用役 | 정책/제도

Military Export Sales

미 국방부나 미 방산업체가 직접 외국수입상에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국방물자 및 용역을 외국정부, 

외국개인기업, 국제조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

다. 이런 판매는 크게 2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군사 교육 | 軍事敎育 | 행정공통

Military Education

전략, 전술, 기술, 학문에 관한 지식을 소속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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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기술 혁신

대에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말한다.

군사 기술 혁신 | 軍事技術革新 | 정책/제도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새로운 군사 기술을 활용한 제어 체계와 정확도

가 높은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결합하여 새로

운 정찰, 타격 복합체를 창출하는 기술 중심의 

군사 혁신. 구소련의 군사 이론가들에 의하여 제

기된 전략적 차원의 정찰, 타격 복합체 등 군사 

기술에 바탕을 둔 개념이 미국에서 지휘 통제 네

트워크를 이용해 감지기와 화력을 결합하는 기술 

중심의 변혁 개념으로 발전된 것이다. 

☞ MTR(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군사 기획 | 軍事企劃 | 정책/제도

Military Planning

군사력으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군

사 정책과 군사 전략을 선택하여, 이 정책과 전

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

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의 국방 기획

이다.

군사 동맹 | 軍事同盟 | 행정공통

Military Alliance

2개 국가나 그 이상의 복수 국가간의 합의에 의

하여 성립되는 집단적 안전 보장의 한 방식으로

서 군사적 공동 행위를 맹약하는 제도적 장치나 

사실적 관계를 말한다.

군사 동원 | 軍事動員 | 행정공통

Military Mobilization

전쟁을 위하여 계획되고 규정된 군대를 양성하며 

이들에게 필요한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군사 변환 | 軍事變換 | 정책/제도

Military Transformation

1. 군사혁신(RMA)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기

술·작전·교리·조직구조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실질적인 군사

혁신 활동으로 군사능력 발전 의미를 내포한다.

2. 미국의 군사 변환은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국

제 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미국 군대의 체질을 바

꾸는 과정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산업사회 군사력

을 정보화시대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첨

단 지휘 자동화 체제인 C4I 및 원거리 정밀 타격, 

네트워크, 유연성, 파괴력 향상 등 구현에 중점

을 둔 것이다. 둘째, 냉전기 군사 태세를 탈냉전

기 군사 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탈냉전기의 새

로운 위협 요인인 테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등

에 대처하여 미군의 군사태세를 바꾸되, 전진 배

치 위주의 고정된 군사력 운용에서 기동 위주로 

전환하며, 그 일환으로 동맹국 관계와 해외 주둔 

능력을 변화시킨다.

군사 보수 교육 | 軍事補修敎育 | 행정공통

Military Maintenance Training

군사 전문성, 일반학문 및 직무지식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군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

한다.

군사 시설 | 軍事施設 | 행정공통

Military Installations

군사시설이란 진지 및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군기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사 시설 보호 구역 | 軍事施設保護區域 | 

행정공통

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장관이 설정하며, 민간인의 출입이나 

건축 등 군사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군사 시설 보호법 | 軍事施設保護法 | 정책/제도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률을 말한다.

군사 요구도 | 軍事要求度 | 전력지원체계

Military Requirement

군사적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요 기관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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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지도

구하는 군수품의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영 

성능 등 제시된 제반 요건을 말한다. 통상 무기

체계이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한다.

군사 원조 | 軍事援助 | 정책/제도

Military Aid

어떤 국가가 동맹국에 대하여 전투력 증강을 목

적으로 상호 조건 없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군사원조의 줄임말이다. 미국에서는 대외

원조법(FAA)을 근거모법으로 하여 수원국가에 

이루어지는 군사원조를 말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원조는 1950년 1월 26일에 체결된 한미상호 

방위협정에 의하여 정식으로 수원국가로서의 계

기가 마련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에 의하여 

일시 중단되었으나 전쟁 중 원조가 휴전협정 시

까지 계속되다가, 1954년 11월 7일 한미 간에 체

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군사원조의 형태에는 무상원조, 매매, 교환, 

대여, 외대에 의한 지불, 비용부담 등 여섯 가지

가 있다.

군사 원조 계획 | 軍事援助計劃 | 정책/제도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 원조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물질적 경제적 원조

를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군사 원조 계획은 

1961년 개정된 대외원조법에 의거 미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며, 수

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은 무상, 차관, 

공동부담으로 이루어진다. MAP는 교전 국가에 

대한 원조 정책이 아니고 수원국이 외부의 침략

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로 훈련, 장비를 위해 제

공되는 원조이다. 미국 군사 원조 계획은 안보 

원조 계획(SAP)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 MAP(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 위성 | 軍事衛星 | 무기체계

Military Satellite

군사적인 목적을 가진 인공 위성. 현재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 위성은 정찰 위성, 통신 위

성, 기상 위성, 항해 위성, 조기 경보 위성이 있

고, 러시아(구 소련)가 쏘아올린 군사 위성으로

는 정찰 위성, 해양 감시 위성, 항해 위성이 알려

져 있다. 그 밖에 프랑스에서 정찰 위성과 통신 

위성을 쏘아올렸다.

군사 전략 기획 | 軍事戰略企劃 | 정책/제도

Military Strategy Planning

군사 기획의 일부로서 군사 정책 목표 또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정

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는 일련

의 기획 과정임. 군사 전략 기획 절차는 전략을 

평가해서 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군사력 소요를 

판단해서 전략 능력을 분석한 다음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 

| 軍事情報統合處理體系 | 무기체계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모든 출처로부터 수집하고 획득된 군사 정·첩

보를 종합 분석 및 평가하여 정보를 재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관리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

서 및 지휘관에게 적시에 전달하는 한국군 전략/

전술 부대 정보 자동화 체계를 말한다. 

☞ MIMS(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 정전 위원회 | 軍事停戰委員會 | 행정공통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

한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기구로 정전 협정 시행 

상황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협의·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군사 정책 | 軍事政策 | 정책/제도

Military Policy

국방 정책의 일부로서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지

키기 위하여 군사력의 유지, 조성 및 운용을 도모

하는 오로지 군사에 관한 각종의 정책을 말한다.

군사 좌표 | 軍事座標 | 행정공통

Grid Coordinate

지도에서 위치를 읽을 수 있도록 표시된 숫자를 

말한다.

군사 지도 | 軍事地圖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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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지리 정보 체계

Military Map

군사적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든 지도. 전략 지

도, 전술 지도, 사진 지도 따위가 있다.

군사 지리 정보 체계 | 軍事地理情報體系 | 

정책/제도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군사 작전 및 관련 업무에 지리 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전장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 체

계. 지리 자료 획득 및 수집, 군사 기본 지리 정

보 구축, 지리 정보 배포, 관리 및 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지원한다. 

☞ MGIS(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군사 지원 고문단 | 軍事支援顧問團 | 정책/제도

Military Assistance Groups

주재국에서 미군사지원계획과 프로그래밍을 주

로 관리하는 해외주둔 합동용역그룹. MAAG

는 Joint U.S. Military Advisory Groups, 

Military Missions, Military Assistance 

Groups, U.S. Military Groups, 안보지원 및 

다른 미 국방부관련 업무를 위하여 미 외교공관

내에서 책임을 행사하는 미 군사대표 등을 포함

한다. 국방무관(Defense Attachés)은 단지 안보

지원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명될 때 

포함된다.

군사 지원 프로그램 주소록 

| 軍事支援計劃住所錄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 Concept Of Force Battle Field Function

1. 미국 국방군수본부(DLA)에서 발간하는 관련

기구에 관한 주소록으로서 FMS 장비 및 물자의 

적시 운송을 위하여 구매국 대표기관 또는 운송

대행업체의 장비 및 물자운송 관련 제반서류의 

발송에 필요한 주소와 취급구분이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FMS 판매물자 및 무상 군수지원물자의 수송

을 위해 FMS구매국 및 피지원국 대표기관의 주

소 또는 수행대업업체의 주소와 물자수송에 관련

된 제반서류 발송에 필요한 주소가 수록되어 있

는 책자이며, 본 주소록은 3절로 구성되어있다. 

1절은 본 주소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참고사

항 및 세부지시 내용이며, 2절에는 FMS 구매물

자 수령을 위해 구매국 정부대표가 제공하는 주

소이다. 3절에는 무상 군사원조 물자수령을 위

해 미 군사지원단이 제공한 주소가 수록되어 있

다. ☞ MAPAD(Military Assistance Program 

Address Directory)

군사 특기 | 軍事特技 | 행정공통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군의 다양한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개인이 가진 전문 지식과 능력·소양 등을 기초

로 하여 그가 가장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하는 군 인사 관리 제도의 한 

분야를 말한다. 

☞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군사 혁신 | 軍事革新 | 행정공통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새로운 군사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전력 

체계를 개발하고, 이와 유관하여 작전 운용 개념

과 조직 편성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조화롭게 

운용함으로써 전투 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군사 협정 | 軍事協定 | 행정공통

Military Agreement

국가와 국가 사이, 또는 여러 국가 사이에 군사

상의 목적으로 맺는 협정을 말한다.

군사력 | 軍事力 | 정책/제도

Military Power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

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

군사비 | 軍事費 | 정책/제도

Military Expense

군사 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군사용 가부 판정 | 軍事用可否判定 | 정책/제도

무기체계에 준 하는 군수품 및 핵심기술, 부품에 

대하여 시험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군용으로 사

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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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관리 정보 체계

군사적 실용성 평가 | 軍事的實用性 評價 | 

정책/제도

Review of Military Practicality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 군사적 목적에 부합되거

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범주

관기관이 성공적으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한 이

후 운용시험평가에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획된 

시범 및 연습을 실제 야전 운용환경에서 소요군

의 사용자 또는 운용자에 의해 소요군 임무수행 

적합성(Suitability), 사용성(Usability), 지원성

(Supportability), 신뢰성(Accreditability) 등 

군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군산 복합체 | 軍産複合體 | 행정공통

Military-Industrial Complex

군부와 대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의존

하는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후 특히 미국에서 군

부와 독점 대기업이 유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군수 | 軍需 | 행정공통

Logistics

1. 군의 이동 및 유지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학. 

광의로, 다음과 같은 군 작전의 측면을 포함한다.

(1) 물자의 설계 및 개발, 획득, 저장, 이동, 분

배, 유지, 후송, 처분 

(2) 인력의 이동, 후송, 입원

(3) 시설의 획득 또는 건설, 유지, 운용, 처분

(4) 용역의 획득 또는 제공

2.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 

판단, 생산 및 조달·보급·정비·시설·근무 분

야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 모

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경제적·능률적으로 관

리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Log(Logistics)

3. 광의의 개념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국가자원을 동원하고 사용하는 총체적인 과정

이다.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

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판단, 생산 및 조달, 보

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분야에 걸쳐 물자, 장

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 모든 가용자원을 효과

적, 경제적, 능률적으로 관리하여 군사작전을 지

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군수는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수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고 장비 및 물

자, 제도 및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모든 가용자원

을 효과적, 경제적 및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획, 집행 및 평가 하는 군사과학이며, 군사 활

동상의 군수품의 보급, 정비 및 수송, 인원의 이

동, 시설의 획득, 건설, 유지, 운용 및 처리, 용역 

및 근무지원의 계획, 획득 및 제공 기능을 제공

한다.

군수 공학 | 軍需工學 | 행정공통

Logistic Engineering

초기 군수 지원 요구 조건의 설정, 정비 개념 개

발, 지원 요구 조건의 할당, 군수 지원 분석, 시

스템 지원성을 고려한 설계, 시스템 지원 능력에 

대한 시험평가 등 시스템 설계와 개발 단계에 수

행하는 군수 지원 관련 활동을 포함하여 연구하

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군수 관리 | 軍需管理 | 행정공통

Logistics Management

1.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수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하고, 장비 및 물자, 제도 및 관리 기법을 연

구개발하여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의 

가용 자원을 효과적, 경제적 및 능률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기획, 집행 및 평가의 과정. 

☞ LM(Logistics Management)

2. 군수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계획, 조직, 

충원, 지휘통제)하여 군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군수관리는 자원을 획득하는 제

반활동으로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에 목표를 두

고 군사력 준비, 유지에 중점을 둔다. 군수관리 

활동의 대부분은 정책부서에서, 군수지원 활동은 

야전부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다.

군수 관리 정보 체계 | 軍需管理情報體系 | 

정책/제도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군수 지원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통합적으

로 분류, 저장, 처리하며, 각 계층 관리자에게 필

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

을 보조하는 종합 체계. 이 체제는 군수 지원 관

리의 전산화 및 온라인화로 단순 계산 및 자료 

축적은 물론, 군수 지원 판단 및 의사 결정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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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관리 정보를 획득하여 효과적인 정책 개발, 

제원 및 정책 변경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노

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 LMIS(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OGMIS(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군수 기능 | 軍需機能 | 행정공통

Logistics Functions

1. 군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업무 분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조

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군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수 기능의 분류는 연구개발, 소

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기능으로 

구분한다.

2. 연구개발,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

설, 근무의 8대 기능으로 분류되며, 이들 기능 

중 군수관리 활동분야는 군수관리 기관에서, 군

수근무 지원활동 분야는 군수근무 지원제대에 의

하여 수행된다.

군수 기획 | 軍需企劃 | 행정공통

Logistics Planning

국방 기획 관리 제도상 기획 체계에서 군수 분야

의 기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서 군수 군사력 소

요와 정책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수 분야의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며, 군사력을 효

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군수 정책 발전 방향

과 지침을 제시하여 군수 중기 계획 수립에 지침

을 제공하게 된다.

군수 목록 | 軍需目錄 | 행정공통

Logistics Catalog List

군수품의 식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

여 품목정보 및 목록교범 등이 수록된 자료로서 

군수목록체계에서 지원하는 목록자료를 말한다.

군수 물자 | 軍需物資 | 행정공통

Logistics Material

광의로서 군사 활동을 위한 장비, 보급품과 이를 

정비운용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품목 및 그 

재료가 되는 자재(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

외한 모든 장비 및 물품)를 말하며, 협의로는 장

비를 제외한 모든 물품을 뜻한다. ☞ 국방 물자

군수 방침 및 절차 | 軍需方針및節次 | 행정공통

Logistics Policy And Procedure

1. 군사상 필요한 물자의 수급에서 앞으로 일을 

치러 나갈 방향과 계획 및 순서나 방법. 

☞ LP&P(Logistics Policy And Procedure)

2. 전·평시 군수지원 활동을 규정하고 평시 군

수지원태세에서 전시태세로의 신속한 전환과 전

시작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제반 군수지원 방

침과 세부 시행지침을 제공하는 문서이다.

군수 보급 지원 시행 약정 

| 軍需補給支援施行約定 | 사업/계약관리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Implement 

Arrangement

군수 보급 지원 협정(CLSSA)의 협정 및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군수 지

원, 보급품 또는 용역에 관련된 보충적인 약정이

며, 이는 군수 보급 지원 협정을 더욱 명확히 정

의하고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 세부 사항 및 조건

을 말한다.

군수 보급 지원 협정 | 軍需補給支援協定 | 

사업/계약관리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1.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의해 소유된 미제군사물

자에 대해 창 수준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보급

지원 제공을 위해 설계된 군수지원협정. CLSSA

는 통상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 재고목록에 있

는 미제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과 부차적인 품목지

원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2.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의 군별 쌍무 협정 하

에 평시 지속적인 군수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대

외 판매 형태의 하나로서 보급 지원 협정에 의하

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 장

비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 간의 협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 대상 장비

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지원 규모(금액)를 결

정하게 된다. ☞ CLSSA(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3. 군수보급지원협정은 미국과 해당 우방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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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제원 점검

의 군별 쌍무 협정 하에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군사판매 형

태 중 하나로, 군수보급지원협정에 의하여 구매

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장비나 무기

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군 

간의 약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대상장비를 선정하

고, 장비별 연간 지원규모(금액)를 결정하게 된

다. 선정된 대상 장비와 그 용도는 미군의 보급

체계에 포함되며, 장비별 연간 지원소요는 금액

으로 일괄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미군의 자체소

요와 함께 사전확보 후 미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며, 구매국의 청구에 따라 불출하게 된다. 

판매 대상은 미 표준장비(UH-60, CH-47D 헬

기 등) 수리부속이다. 

☞ 군수보급지원 시행 약정, 대외군사판매

군수 사령부 | 軍需司令部 | 행정공통

Logistic Command

1. 전군의 군수 물자 소요를 예측하고 보급하며 

이에 대한 예하 병참 부대, 보급창 또는 예속 및 

배속 부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부대이다.

2. 참모총장의 지휘 및 통제 하에 운영하는 주요

사령부로서 각군 본부의 군수방침 및 지침과 계

획에 의거 전군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물자 수요

예측, 군수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하의 예·배

속된 군수부대를 지휘, 통제, 운영하며 자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타군에 대한 제한적 군수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군수사령부는 각군의 중앙재고 

통제소로서 재고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최상급 군

수지원부대라 할 수 있다.

군수 산업 | 軍需産業 | 행정공통

LogisticIndustry /  Munitions Industry

군수 산업은 국방 산업, 방위산업 등의 용어로 

쓰여지고 있으며, 광의로는 군사적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모든 산업이 망라된다. 협의의 의미

로 군비 또는 전쟁에 소비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는 군수 산업이라고 

할 때에서는 협의의 해석이며 민수 산업과 구분

된다.

군수 소요 | 軍需所要 | 행정공통

Logistics Requirements

군부대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며 

작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품목을 필요로 하거

나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 LOGREQ(Logistics Requirements)

군수 예산 사업 부호 | 軍需豫算事業符號 | 

행정공통

Budget Project Code

품목에 대한 예산 사업의 예·결산 집행 및 분석

을 위한 부호로 지원 부대로부터 사용 부대까지 

보급 거래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용 경로, 

사용 결과 등 결산을 위한 부호를 말한다. 

☞ BPC(Budget Project Code)

군수 제원 | 軍需諸元 | 행정공통

Logistics Data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장비 및 물자의 소요 판

단, 생산 및 조달·보급·정비·시설·근무 분야

에 걸쳐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역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경제적·능률적으로 관리

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한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를 말한다. 

☞ LOGDA(Logistics Data)

군수 제원 점검 | 軍需諸元點檢 | 행정공통

Logistics Data Check

군에서 제기한 군수 요구 조건에 의거 개발 기관

에서 분석한 자료 및 결과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과 기술적인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중점 

사항은 획득 근원, 근원 정비 복구성(SMR) 부호

의 적절성, 정비 업무 부호(Task Code) 부여의 

타당성, 군수 지원 통제 번호(LCN) 부여의 적절

성, 정비 할당의 적합성,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결과이다. 참여 기관으로는 소요군, 방사청, 육

본(군참부, 전발단, 시평단), 군수사, 정비창, 군

지사(정비대대), 군수교, 병과학교, 장비 운용 부

대가 있다. 절차로는 먼저 개발 기관은 군수 지

원 분석 결과를 제원점검회의 1개월 전 관련 부

대에 배포하고, 소요군 / 참여 기관은 분석 결과

를 제원 점검시 중점 고려 사항 위주로 검토, 요

소별 보완 / 개선시킬 사항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설계 반영, 체계 설

계 검토(SDR), 예비 설계 검토(PDR),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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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제원 점검 회의

검토(CDR) 등 개발진행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제

기한다. ☞ LDC(Logistics Data Check)

군수 제원 점검 회의 | 軍需諸元點檢會議 | 

행정공통

Logistic Data Check Meeting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분석자료 및 군

수지원요소에 대하여 제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말한다.점검에는 신규 무기체계에 대해 

수립된 군수지원요소 및 지원성 관련 설계요소에 

필요한 지원능력상의 문제가 포함되며,평가결과

에 따라 군수지원 입력자료와 출력자료에 포함되

는 내용, 문서화된 지원계획과 군수지원 자원 소

요를 최적화한다.

군수 지원 | 軍需支援 | 행정공통

Logistic Support

1. 군사 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여 전투 부

대의 소요를 충족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군수기능은 군수관리와 군수지원으로 나누어

지며, 그 중 군수지원은 종래에 전투근무지원으

로 불려 지던 개념이다. 군수지원에 흡수되는 기

능은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지원활동 등 

다섯 가지가 있다.

군수 지원 분석 | 軍需支援分析 | 행정공통

Logistics Support Analysis

1. 무기체계의 수명주기간에 걸쳐 군수지원요소

를 확인, 분석,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획득 단계

별로 주장비의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

수지원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을 말한다.

2. 무기체계 획득 전체 단계에 있어 주장비와 지

원체계의 군수 지원요소를 확인, 정의, 분석, 정

량화하는 체계적인 활동이다. 획득단계별로 주

장비와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

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수지

원(ILS)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군수

지원분석은 무기체계 획득관리 전체 단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장비 설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적화된 장비 설계로 인해 군수지원의 필

요성을 최소화하고 배치 및 운영 시 필요한 군수

지원 요소를 식별하며 이를 규격화하는데 그 업

무의 중점이 주어진다.

군수 지원 분석 관리 번호 

| 軍需支援分析管理番號 | 행정공통

LSA Control Number

군수지원분석의 편의성 및 자료의 전산처리를 위

하여 부여하는 부호로서 WBS에 의거 계통도 형

태로 분류/할당한다.LCN 작성은 개발기관이 수

행하며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군수지원

분석 자료처리를 위한 분류부호로 사용되어지므

로 표준 체계(SOLOMON)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 지원 분석 기록 | 軍需支援分析記錄 | 

행정공통

Logistics Support Analysis Record 

1. 군수 지원 분석 및 군수 지원 분석 관련 정보

를 순차적으로 또한 비용면에서 효과적으로 입

력, 저장, 분석 및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

는 문서. ☞ LSAR(Logistics Support Analysis 

Record)

2.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간에 걸쳐 군수지원요

소를 확인, 분석, 구체화하는 활동으로 획득단계 

별로 주장비의 지원체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며 해당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비용을 

최적화시키는 동시에 무기체계 운용 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종합군

수지원(ILS) 업무의 실체적인 활동이다.

군수 지원 분석용 표준 소프트웨어 

| 軍需支援分析用標準Software | 전력지원체계

Logistics Support Analysis Software

무기체계의 군수지원 분석을 위하여 국가가 개

발한 도구로서 SOLOMON(SOftware for 

LOgistics support analysis and data 

Management Of Next generation) 등을 말

한다.

군수 지원 체제 | 軍需支援體制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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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 Support System

군수 지원 체제는 기본적으로 병과별 체제(분리 

체제)와 기능별 체제(통합 체제)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지원 체제를 분리 또는 통합 체제로 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각 기능의 성격과 규모, 그리

고 타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이

다. 통상적으로 어떤 한정된 분야에 대한 발전

을 추구하는 상황하에서는 분리 원칙이 타당하

나, 오늘날과 같이 무기체계가 복잡하고 품종이 

다양화되고 업무 취급 범위가 확대된 현대전 하

에서는 지원의 융통성, 신속성과 적응성 등을 고

려하여 강력한 지휘 통제가 가능한 통합 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지원 체제의 통합과 분리의 일반

적 추세를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 분야별 발

전의 필요성을 감안, 분리 운영이 통상이나 일단 

안전 단계에 들어서면 다원화된 기구를 정비 단

일 체제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리고 지원 체제의 검토 시에는 현대화 4대 요소

인 통신단, 자동 제원 처리 체계(ADPS)의 적용 

여부, 충분한 자원, 수송 수단의 가용성 등을 고

려하여 통합 체제 또는 분리 체제의 가용성을 검

토하여야 한다.

군수 지원 협력 | 軍需支援協力 | 사업/계약관리

Cooperative Logistics

미 국방군수시스템에 참가한 외국 정보/기관에 

제공된 군수지원. 제공된 지원에 대하여 미 정부

에 상환한다.

군수 지원 협력 판매 | 軍需支援協力販賣 | 

사업/계약관리

Cooperative Logistics Sales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협정에 따른 판매는 미 국

방군수시스템에 참가한 외국정부에 제공되며, 완

료된 지원에 대하여 미 정부에 상환한다.

군수 지원 활동 | 軍需支援活動 | 행정공통

Logistical Support Activity

군을 운영/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용 제원에 대한 

기획과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군사 지원 활동을 말한다. 군수 지원 활동 

중 기획 분야는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해서 “어떤 

품질의 물자나 장비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적 

물적 소요로서 전략적 결심 요소에 속하는 사항

으로 우리 군은 이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운영 분야는 “얼마나 

많은 물자나 장비가 필요한가”라는 양적 물자 소

요, 즉 군수 결심 요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급

품의 소요 산정, 획득, 저장 및 분배, 정비, 처리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군수 지원단 | 軍需支援團 | 행정공통

Logistics Support Group

1.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여 전투부대

의 소요를 충족하여 주는 부대.

2. 후방지역에 대한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편성된 기관을 말한다. 육군의 경우 지역

별로 1, 2, 3, 5군수지원단을 두어 전후방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제공토록 되어 있고, 

해군은 각 함대사에 군수전대가 있다.

군수 지원비 | 軍需支援費 | 사업/계약관리

Logistics Support Charge

무기수출통제법(AECA : Arms Export Control 

Act)에 의거 총 원가 회수를 위하여 부가된 비용

이다. 이는 무기체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리

부속과 다른 품목들을 제공하는데 포함된 군수비

용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비는 생

산통제, 청구처리과정, 재고유지, 하자보고의 행

정 및 군수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LSC는 LOA

상에  포함된 고유부호에 근거한 지원라인으로 

확인되는 FMS케이스에서 미국방 재무회계본부

(DFAS-DE/I)에 의해 그 라인들에 대한 인도(불

출)원가에 적용된다.

군수 지원성 분석 | 軍需支援性分析 | 행정공통

Logistics Supportability Analysis

다양한 분석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무기체계

의  수명주기 간에 군수 지원의 최적화를 위해 

군수 지원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고 군수 지원상 

최적의 정비 및 보급 능력과 지원 구조를 도출하

기 위한 분석 방법들의 총체이다. 지원성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분석 방법과 도구는 수

명주기 비용 분석(LCC), 고장 유형, 영향 및 치

명도 분석(FMECA), 결함나무 분석(FTA), 정비 

과업 분석(MTA), 신뢰도 중심 정비(RCM), 수리 



114

군수 태세 보고서

수준 분석(LORA), 설계 대안 평가가 있다.

군수 태세 보고서 | 軍需態勢報告書 | 행정공통

Logistics Situation Report

매년 한미 연습간 연합사 군수참모부에서 각 구

성 군사로부터 받는 웹 기반 보고서로 연합 사령

관과 예하 구성군 사령관이 정확한 군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LSR(Logistics Situation Report)

군수 판단 | 軍需判斷 | 행정공통

Logistical Estimate

1. 구성 중인 방책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 요소들

이 어느 정도로 혹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군수 요소

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얻은 결론을 말한다. 

☞ LE(Logistical Estimate)

2. 예상되는 방책에 영향을 미치는 군수소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조리 있게 평가하고 그 

영향의 정도와 미치는 상태에 대하여 결론을 내

리는 것이다. 건전한 결심에 도달하기 위하여 임

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논리적이

고 순서적으로 검토하는 사고과정을 말한다. 다

시 말하면 군수판단이란 합리적인 해답을 얻기 

위하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고려 

추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군수와 결합시켜 보

면 군수판단이란 지휘관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적인 견지에서 가장 유리한 방책을 

건의하기 위한 분석이기도 하며, 즉 지휘관이 어

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협조된 건

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수판단은 군수참모

의 주요활동 중 기타 활동의 일부에 속하는 사항

으로서, 군수판단의 목적은 군수적인 견지에서 

작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전술방책의 장단점을 

지적하며, 군수적인 견지에서 문제점과 제한사항

을 염출하는데 있다.

군수 혁신 | 軍需革新 | 행정공통

Revolution In Military Logistics

미국에서 추진된 국방 경영 혁신(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의 한 분야이며, 군

수 혁신과 국방 경영 혁신을 달성하여야만 국

방 개혁, 군사 혁신이나 군사 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이 완성될 수 있다. 군수 혁신 

방법으로 미 합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집중 군

수이며, 미 육군은 속도 관리를 사용하고 있다. 

☞ RML(Revolution In Military Logistics)

군수 협력 위원회 | 軍需協力委員會 | 행정공통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의 분야 분과 회의로 한미 

국방부 간 군수 문제 협조, 군 보유 장비에 대한 

정비 및 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회의

체이다. 

☞ LCC(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군수품 | 軍需品 | 행정공통

Materiel/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1.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육·해·

공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

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2.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

할기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전비품(戰備品)과 통상품(通

常品)으로 구분한다.

(1) 군에 소요되는 「물품관리법」상의 물품으로서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

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모든 동

산을 말한다. 

(2) 군부대를 장비하여 유지하며, 작전하는데 필

요한 모든 품목, 식량, 의류, 장비, 무기, 탄약, 

연료, 물자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계를 포함한

다. ☞ WS(War Supplies)

군수품 관리법 | 軍需品管理法 | 정책/제도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 가운데 국방부

와 그 직할기관인 국방관서 및 육해공군에서 관

리하는 물품을 말하며, 전비품과 통상품으로 나

눈다.

군수품 상용 전환 | 軍需品 商用轉換 | 행정공통

군수품 중 군 작전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유

사시 상용품이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 상용품으로

의 전환을 말한다.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 | 軍需品選擇契約制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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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항공기 사업

사업/계약관리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

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복수의 물품을 조달하

도록 하는 “복수 단가제” 형태의 새로운 계약제

도로서, 인터넷 쇼핑몰(나라장터)을 활용하는 조

달청의 다수공급자제도와는 구분되는 국방조달 

환경(조달요구 및 예산편성 제대 한정, 인터넷 

사용 제한)에 적합하도록 발전 및 도입을 추진하

고 있는 계약제도이다.

군수품 품질 보증 제도 | 軍需品品質保證制度 | 

행정공통

군수품이 최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품

의 신뢰성과 정비 유지 가능성을 보증시키기 위

한 일련의 정책 및 규정과 활동 요령 체계를 말

한다.

군외 정비 | 軍外整備 | 행정공통

Military Maintenance

군과 유사 장비를 전경, 해경, 정부 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기관이나 민간 업체가 

정비 능력이 없는 군 보유 장비와 유사한 장비를 

군에서 정비 지원하는 것이다. 정비 지원 방침으

로는 교도소, 전경대, 기타 군외 기관 보유 장비 

중 군 공통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 요청 시 군 능

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정비 예산은 관

장하는 정부 부서에서 부담하고 연간 지원 실적

에 의거 연 1회 군수사와 행정 안전부 및 소속 기

관과 정산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장비로는 개인 

화기로서 칼빈 소총, M16A1 소총, K-2 소총, 구

경 45 권총, K- 5권총이 있고, 공용 화기로서 구

경 30 기관총, M60 기관총, K-3 기관총이 있다.

군용 물자 부품 | 軍用物資部品 | 전력지원체계

방산물자로 지정받아 양산 및 배치·운용중인 장

비·물자의 구성품· 결합체 및 부분품과 기타 

일반장비·물자의 구성품·결합체 및 부분품을 

말한다.

군용 시설 교외 이전 특별 회계 

| 軍用施設郊外移轉特別會計 | 정책/제도

도시 발전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군용 

시설을 교외로 이전시키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

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군용 시설 이전 사업 | 軍用施設移轉事業 | 

정책/제도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Enterpriser

도심지 등의 군용 시설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통합 조정하여 이전하는 공사/사업을 말한다.

군용 완성 장비의 생산 제비용 

| 軍用 完成 裝備의 生産 諸費用 | 

사업/계약관리

Flyway Costs

사용가능한 군용장비의 최종품목과 관련된 원가

를 말한다. 이 원가는 기본단위 조달에 대한 원

가(airframe, hull, chassis, etc.), 허용오차 변

경에 대한 기본단위의 비율, 추진장비, 전자장

비, 무기 및 정부제공 장착장비, 비순환 생산원

가를 포함하며 Rollaway and Sailaway costs

와 동등하다.

군용 재산 | 軍用財産 | 정책/제도

국유재산 중 군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군 매수 재산, 구 일본군 재산으로서

의 군용지, 재산 대장에 등재된 재산 관리환에 

의한 취득 재산, 기부 채납 재산 등이 있다.

군용 항공기 | 軍用航空機 | 무기체계

Military  Aircraft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

선, 활공기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

기를 말한다. 여기서 “무인항공기”란 무인비행체

와 이를 조종하기 위한 지상통제체계를 말한다.

군용 항공기 사업 | 軍用航空機事業 | 무기체계

Military Aircraft Enterprise

1. 군용항공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2. 군용항공기를 국외에서 구매하는 사업

3. 군용항공기를 개조·개량하는 사업 

4. 군용항공기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

을 제작·개조 또는 개량하여 군용항공기에 장착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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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화물번호

군용 화물번호 | 軍用貨物番號 | 행정공통

Military Freight Number

군용 화물의 비밀을 보장하고 식별을 용이케하

며, 행정 처리를 원활히 하도록 철도공사에서 발

행하는 일련의 번호이다.

군원 물자 | 軍援物資 | 정책/제도

Military Aid Material

소유권이 군원 관계 기관에 넘어갔으나 아직 수

원국에 양도되지 않은 물자. 한미 상호 방위 조

약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군사 원조 물자를 말하며, 재산의 처리 권한이 

미 측에 있는 물자를 말한다. 군원 물자에는 선

박 적송 물자, 항공 화물, 미 8군 초과 물자, 우

편 화물, 현지 조달 군원 물자, 국제 연합(UN) 

및 우방 국가 기증 물자 등이 있다.

군원 장비 | 軍援裝備 | 정책/제도

Military Aid Equipment

미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장비로 재산의 처

리 권한이 미측에 있는 장비를 말한다.

군정 | 軍政 | 행정공통

Military Administration

1. 법률의 원리, 원칙 및 전쟁 규칙에 의거하여 

군 지휘관이 점령 지역에서 입법, 사법, 행정권

한을 행사하는 통치 기능을 말한다.

2.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유

지, 관리하는 양병 기능으로서 국방 정책의 수

립, 국방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시행, 자원

의 획득 배분과 관리, 작전 지원 등을 의미한다.

군제 | 軍制 | 행정공통

Military System

군사 기구의 건설, 관리, 유지, 운용에 관한 제 

제도의 총칭을 말한다.

군직 정비 | 軍直整備 | 행정공통

손실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외부 생산 업체나 정

비 업체보다는 군 정비 계통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비로서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와 현금 

보전의 경우에 실시한다.

군진 의학 | 軍陣醫學 | 행정공통

Military Medicine

군인의 보건·위생이나 전상병(戰傷兵)의 진료·

방역 따위를 연구하는 군인 대상의 의학을 말한다.

귀금속 표시 부호 | 貴金屬標示符號 | 

전력지원체계

보급품의 구성 물질 중에 귀금속 포함 여부를 나

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귀책사유 | 歸責事由 | 사업/계약관리

일정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법률상 책

임의 원인되는 행위를 말한다.

규격 | 規格 | 정책/제도

Standard Specification

1. 일반적으로 공업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제조방법, 시험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표준

을 말하며, 특히 제품구매 및 용역에 대한 규격

을 지칭하며 정식규격과 약식규격으로 구분된다.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

(QAR), 자료목록,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의 기

술 자료로 구성된다.

2. 구매하는데 적용될 재료·부품·결합체·장

비 등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하는 필요조건에 대한 일치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이 포함된 기준 또는 문서

로서, 국방규격은 국방규격서, 설계도면, 품질

보증요구서(또는 품질보증보충 규정), 자료목록, 

시험절차서, 기술교범 등을 포함한다.

(1)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표준품목에 적용

(2) 일반적인 의미로는 규격서를 지칭

규격 관리 | 規格管理 | 정책/제도

Specification Control

군수품 규격서를 제정, 개정(수정), 폐기 및 이에 

따른 모든 계획과 지시 및 통제를 하는 것을 말

한다. ☞ SC(Specification Control)

규격 면제 | 規格免除 | 정책/제도

Request For Waiver

1. 제품 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

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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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

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

우 문서 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업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제조 방법, 

시험 방법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표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다 .

규격 번호 | 規格番號 | 정책/제도

규격번호 국방규격의 종류중 규격번호 부여방법

에 따라 표준기획팀에서 부여하는 일련의 번호로

써 국방표준 / 정식규격 / 약식규격 규격번호가 

있다. 

1. 번호구성의 예

(1) 국방표준 규격번호 : KDS STD-1234

(2) 정식규격 규격번호 : KDS 1234-4567

(3) 약식규격 규격번호

1) 임시규격 규격번호 : KDC 1234-T4567 

2) 포장규격 규격번호 : KDC 1234-P4567 

3)  도면규격 규격번호 (도면번호) : KDC 

1234-D4567 

4) 구매규격 규격번호 : KDC 1234-R4567

2. 정식 / 약식규격은 모두 국방규격으로서 그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규격 불일치품 | 規格不一致品 | 정책/제도

계약 기술요구조건과 불일치하는 특성이 포함된 

원부자재, 부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규격 완화 | 規格緩和 | 정책/제도

Deviation

1. 제품제조에 앞서 계약서, 규격서 또는 관계문

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상 또는 설계상의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정도를 일정한 단위 또는 

특정기간에 한하여 문서 절차에 의하여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제품의 생산 전 일시적으로 형상 식별서의 기

능적, 성능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이 확인될 경우 이를 허용하는 행위이다.

규격 적부 | 規格適否 | 정책/제도

규격에 맞고 안 맞는지를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는 표준 및 규격 작성 기관장은 규정에 근

거하여 표준이나 규격이 제정된 날로부터 3년마

다 국방 규격 적부를 재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개정 또는 폐기를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규격(또는 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 規格(또는 技術)·價格 分離同時入札 | 

사업/계약관리

2단계 경쟁입찰과 비슷한 개념이나 다만 2단계 

경쟁입찰과는 달리 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

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

찰을 개찰하는 점이 다르다.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

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

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할 수 있다.

규격서 | 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Specification

1.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

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

차와 방법을 서술한 문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

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 방법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서는 정식규

격서와 약식규격서로 구분한다.

(1) 정식규격서는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

여 계속적으로 통용하고 반복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이다.

(2) 약식규격서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

서, 포장규격서,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

한다.

1) 임시규격서는 기술 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

는 규격서로서 정식규격화 하지 아니하고는 원칙

적으로 동일품목 구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

서이다.

2) 포장규격서는 완성장비 부품 등 포장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취급의 편의성을 위

하여 포장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3) 구매규격서는 KS 및 정부부처, 외국, 업체규

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품종 및 품질수준

이 다양하여 조달에 적용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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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4) 도면규격서는 군용물자 부품등 단순 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도면 위주로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2. 군수품(장비 및 물자)을 구매하는데 적용될 재

료·제품 및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에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절차

와 방법을 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포함된다.

규격서 작성시 사용기준 

| 規格書 作成時 使用基準 | 사업/계약관리

1. 주장비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재고번호가 존

재시는 주장비의 대표 재고번호를 기록하고 

“000000000000 외 __건”으로 표기한다.

2. 주장비에 대한 유일한 대표 재고번호가 없을

경우나 규격서에 적용되는 재고번호가 동등한 기

능일 경우에는 “000000000000 등 __건”으로 

표기한다.

3. 총 건수는 “~외 _건”은 뒤의 숫자에 +1, “~

등 _건”은 뒤의 숫자만 계산한다.

규격화 | 規格化 | 정책/제도

Standardization 

국방규격 및 국방표준을 제·개정하고 관련정보 

등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한다.

규모의 경제 | 規模의 經濟 | 행정공통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는 각종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증가되는 현상

이다. 일반적으로는 대량생산을 통해 단위당 들

어가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

적으로 하지만, 최근은 특히 설비를 증강하여 생

산비를 절감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때 대량생

산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이익을 증대가 완

성되는 것을 ‘규모의 이익’이라고 한다.

규정 | 規程 | 행정공통

Regulation

1. 장기간(최소한 12개월 이상) 시행되는 정책, 

지시, 책임 사항 및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문 형식으로 수록한 표준 간행물을 말한다.

2. 상위 규정(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근거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부 전개하거

나 상위 규정에 근거는 없으나 행정조직 자체에

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 전반에 적용되는 정책 기

본 지침, 지시, 권리, 의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방

침과 업무 절차의 기준을 정한 것을 말한다.

규정 휴대량 | 規定携帶量 | 행정공통

Prescribed Load

편성 부대, 독립 중대 및 격리된 파견대에서 장

비 정비를 위하여 보유해야 할 15일 분의 수리부

속품과 인가된 특수 공구 목록과 수량을 말한다. 

편성 부대에서 산정한 규정 휴대량은 지원 부대

의 인가에 의해 확정되며, 장비를 사용하는 편성 

부대는 인가된 규정 휴대량을 항상 보유·유지해

야 하므로 편성 부대의 상비성 재고라 할 수 있

다. 규정 휴대량을 운영하는 부대는 편성 부대, 

독립 중대, 격리된 파견대 등으로 1~2계단 정비

에 필요한 15일분의 수리부속품을 확보·유지해

야 하고, 사용시는 즉시 검사 작업 지시서에 사

용내역을 기록하고 전산 입력하여 소모 정리 후 

청구하여 확보해야 한다. 

☞ PL(Prescribed Load)

규정 휴대량 목록 | 規定携帶量目錄 | 행정공통

Prescribed Load List

편성 부대 및 독립 중대와 격리된 파견대에서 부

대 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15일

분의 수리부속품과 인가된 공구 품목을 열거해서 

수록해 놓은 목록을 규정 휴대량 목록이라 한다. 

☞ PLL(Prescribed Load List)

규제 품목 | 規制品目 | 행정공통

Regulated Item

품목이 희소하고, 고가품이거나 또는 취급상 위

험상태가 수반됨으로서 고도의 관리기술을 요하

기 때문에 각급 사령부 및 보급관리 기관에서 저

장 및 분배관리 면에서 각별히 통제와 감독을 필

요로 하는 품목을 말한다. 규정품목의 궁극적인 

존재가치는 각급해당 사령부 및 보급관리 기관에

서 분배에 대한 통제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통제



119

ㄱ

근거리 통신망

품목과 규제품목을 합하여 “지휘통제품목”으로 

개칭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균형 성과 지표 | 均衡成果指標 | 정책/제도

Balanced Score Card

재무적 측정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통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조직의 임

무를 근거로 비전·전략·성과목표로 성과지표

를 종합적, 장기적,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도식

화해 관리함으로서 조직의 실행력을 제고시키는 

새로운 성과평가시스템이다.

그레인 | grain | 사업/계약관리

Grain

야 드 · 파 운 드 법 ( 法 ) 에 서 의  최 소  질 량 단

위. 기호는 gr. 상용(常用) 또는 트로이식 형

량(troy weight)의 어느 단위에도 같은 값

이다. 따라서 상용의 경우, 상용 파운드의 

1/7,000(64.799mg), 트로이의 경우는 트로이파

운드의 1/5,670(64.799mg)이다. ☞ gr(Grain)

그룹웨어  | groupware  | 정책/제도

Groupware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집단

으로서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

웨어라는 의미에서 그룹웨어라고 한다. 그룹웨

어는 구내 정보 통신망(LAN) 등에 접속된 개인

용 컴퓨터(PC)나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하여 사용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존의 PC용 소프트웨

어가 개인별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온 데 비

해, 전자 우편 등 컴퓨터 통신망의 기능을 활용

하여 집단 구성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작업

을 진행함으로써 집단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된다. 그룹웨어는 1988년에 ‘그룹웨어’

라는 Robert Johansen의 저서가 출판되면서부

터 널리 보급되었다. 미국에서는 이에 앞서 컴

퓨터 지원 공동 작업(CSCW)이라는 이름의 컴퓨

터 지원에 의한 공동 작업용 소프트웨어가 보급

되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다양한 그룹웨

어 제품이 개발되어 출시되기 시작하였다. 집단 

구성원이 작성하는 문서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

웨어, 어떤 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프트

웨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서를 회람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거나 결재 또는 부결 처리하

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작업 흐름 관리

(workflow)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그리니치 평균시 | Greenwich平均時 | 

사업/계약관리

Greenwich Mean Time

세계의 각 지방시와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시간. 

원래는 평균 태양의 시간각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오에 날짜가 바뀌게 된다. 이에 대해 일상 생

활에서는 이러한 그리니치 평균시에 12시를 더

하여 자정을 0시로 하는 그리니치 상용시가 주로 

사용된다. 그리니치 평균 태양시라고도 한다. 

☞ GMT(Greenwich Mean Time)

그린 에너지  | green energy  | 사업/계약관리

Green Energy 

공해가 없는 에너지로 녹색 에너지, 청정 에너

지, 대체 에너지라고도 부른다. 그린 에너지는 

각종 공해물질을 배출해 지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와 달리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태양열, 지열, 풍수력, 조력, 파

력 등의 자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바이오매스

(bio-mass) 등이 해당된다. 

근거리 무선통신  | 近距離無線通信  | 

사업/계약관리

Near Field Communication 

고주파(HF)를 이용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Ecma 340, ISO/IEC 18092 표준으로, 아주 가

까운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RFID 

기술의 일종이다. 13.56MHz 주파수를 이용해 

10cm 안에서 최고 424k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

송을 지원한다.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뿐만 아니

라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 정보나 방

문객을 위한 여행 정보 전송, 교통, 출입 통제, 

잠금장치 따위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근거리 통신망 | 近距離通信網 | 사업/계약관리

Local Area Network

1. 건물이나 부지 등 한정된 지역 내에 동축 케

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고속 전송 회선

을 가설하여 각기 독립된 기능을 갖는 전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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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동원

기기(컴퓨터, 팩시밀리, 전화, 인자 장치, 계측

기, 단말 장치 등)를 결합하여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데이터 등을 상호 공용 또는 이용할 수 있

도록 한 통신망. 기업 내 정보 통신망이라고도 

한다. 사무실의 OA기기들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정보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어 OA시스템화의 수

단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LAN은 첫째 설치비와 

유지비가 저렴하고, 둘째 확장이 용이하며, 셋째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LAN은 컴퓨터에 장치할 랜카드와 케

이블, 허브 등만 있으면 구성이 가능하며 라우터 

등을 설치하면 인터넷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또

한 스위치나 허브를 이용하면 쉽게 다른 랜과 연

결할 수 있으며, 이더넷은 10Mbps, 기가 비트 

이더넷은 1000Mbps의 전송 속도까지 가능하다. 

국제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를 중심

으로 LAN 프로토콜의 표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 LAN(Local Area Network)

2. 여러 대의 컴퓨터와 주변 장치가 전용의 통신 

회선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통신 네트워크로 

그 규모가 한 사무실, 한 건물, 한 학교 등과 같

이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개 근거리 통신망의 최대 범위는 수백 미터에

서 수 킬로미터씩 떨어진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광역 통신망(WAN)에 대비된다. 근거리 통

신망의 기능은 컴퓨터들 간의 파일 전송, 전자우

편, 원격 로그인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하

드 디스크나 프린터 등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다. ☞ 정보 통신망

근로 동원 | 勤勞動員 | 행정공통

Labor Mobilization

전시 또는 국가 재건 사업에 가용한 노동자 및 

기술자를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 부대 | 勤務部隊 | 행정공통

Service Troops

전투 부대가 효과적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보급, 정비, 의무 및 기타 지원 업무

를 담당하는 부대를 말한다.

근무 지원 | 勤務支援 | 행정공통

Service Support

작전을 위한 군수, 인사, 민사지원의 총칭이다.

근원 정비 복구성 부호 | 根源整備復舊性符號 |

행정공통

Source Maintenance and Recoverability Code

품목의 사업추진방법, 정비계단 선정, 복구 또는 

폐기처리 단계를 5자리 영문자로 표기한 부호로

서, 군수지원분석 결과 결정된 품목별 보급형태

(1,2자리), 교환/ 수리단계(3,4자리) 및 수리가능 

여부, 폐기 개념 단계(5자리) 등의 정보를 수록하

고 있는 부호를 말한다.

근접 정비 지원 | 近接整備支援 | 행정공통

Close Maintenance Support

1. 속전 속결의 현대전 양상에 부응하여 전투 부

대의 고장 장비에 대한 후송 부담을 없애고 신속

하게 장비를 수리 복구할 수 있도록 2계단 정비 

능력을 갖춘 부대가 가능한 한 입고 정비를 지양

하고, 전투 부대에 근접하여 장비가 고장난 현장

에서 실시하는 정비 지원을 말한다.

2. 장비운용 부대의 후송부담을 없애고 장비를 

수리하여 신속하게 복귀시킬 수 있도록 정비부대

(반 또는 팀)가 장비운용 부대에 근접하여 정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근접정비

는 전투부대의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정

비부대에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 실시한다.

글래스 칵핏 | glass cockpit | 사업/계약관리

Glass Cockpit

글래스 칵핏(Glass Cockpit)은 각종 전자 계기 

표시 장치를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조종석이다. 

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서 인기가 높

다. 왜냐하면 글래스 칵핏은 조그만 숫자와 바늘

로 구성된 수많은 기계식 계기들을 조종사가 일

일이 확인해야 하는 과거의 조종석과는 달리, 컴

퓨터로 제어되는 단지 몇 개의 화면만을 주시함

으로서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조종사가 간단하

고도 명료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

다. 이러한 단순화는 조종사로 하여금 가장 중요

한 작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종석 

계기의 단순화는 수많은 계기의 감시가 주역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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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

항공 기관사의 역할을 필요 없게 만들어, 인건비 

절감을 추구하는 항공업계에서 글래스 칵핏은 보

편화되었다.

글 래 스  칵 핏 의  가 장  기 본 적 인  장 비

는 PFD(primary f l ight display) 또는 

EFIS(Electronic Flight Information System)

라 불리는 스크린이다. EFIS는 기본적으로 항

공기의 수평 및 수직 자세를 표시하지만, 시

간과 속도 역시 표시한다. 이를 통해 조종사

는 항공기의 모든 상태, 자세,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글래스 칵핏을 구성하는 두번째 부

분은 EICAS(Engine Indications and Crew 

Alerting System) 또는 ECAM (Electronic 

Centralised Aircraft Monitor)이라 불리는 스

크린이다. 이는 최우선 사항을 중심으로 화면에 

정보를 나타낸다. 그리고 조종사는 컴퓨터를 조

작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글래스 칵핏은 모든 에어버스의 항공기와 최근의 

보잉 여객기 기종들에 채택되어 있다. 글래스 칵

핏이 채용되지 않은 소위 ‘classic’ 보잉 747 기

종들(747-100, -200,- 300)의 아날로그 계기

판으로 가득한 조종석과, 글래스 칵핏이 채용되

어 수많은 아날로그 계기판과 경고등이 단지 몇 

개의 컴퓨터 화면으로 대체된 747-400의 조종

석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할 것이다.

글로벌 호크 | Global Hawk | 무기체계

Global Hawk

킬체인의 탐지수단으로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

공기(HUAV)사업에 의해 FMS방식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미 텔레딘라이언 

항공사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3000마일 떨어진 

정찰 목적지 까지 날아가서 6만 5천 피트의 높은 

고도에서 4만 평방해리에 걸친 지역을 24시간 

정찰하고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급식 | 給食 | 전력지원체계

Subsistences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는 예

산상 세항 중의 하나로서 병원의 기본적 식생활

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주식, 부식, 급식 연

료, 특수 식량 등을 포함한다.

급식 기준 | 給食基準 | 전력지원체계

Feeding Basis

일정한 일자에 지급되는 급양 품종으로서 급양 

대상 인원수에 따라 식량을 지급하게 된다.  

☞ FB(Feeding Basis)

급양 | 給養 | 전력지원체계

Food Service /  Subsistence

급식에 관한 일체의 활동. 즉 식품구매로부터 조

리하여 급식에 이르기까지의 근무활동이며, 급양

근무계획(給養勤務計劃)은 식품구매, 점검 또는 

검열, 수송, 저장, 취급, 분배, 조리, 급식 등에 

관한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장병의 영양 관리를 위해 운용하는 주부식의 획

득, 메뉴 운용, 검사, 분배, 취사 운영, 급양 감독

에 관한 제반 과정을 말한다. 

☞ SUBS(Subsistence)

기간 편성 | 基幹編成 | 행정공통

Cadre Organization

부대 증·창설 시 증·창설 요원에 대한 편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평상시 기본 부대의 존속에 필

요한 핵심 인원만 규정한 편성을 말한다.

기계 가공 | 機械加工 | 사업/계약관리

Mechanical Working

1. 생산업체가 기계설비 또는 공구를 이용해서 

투입된 재료를 절삭, 단조 등의 수단으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주로 가공후에는 설물이 발생

한다. 

2. 물품에 소정의 형상과 성질을 부여하는 조작

이다. 공작 기계나 압연기, 프레스 등을 사용하

며, 가공 전후에 열을 가해 가공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열간 가공은 물품을 고온에서, 냉간 가공

은 물품을 실내 온도에서 가공하는 것이다.

기계 번역 | 機械飜譯 | 사업/계약관리

Machine Translation

기계를 이용하여 어떤 언어의 글을 내용이 동일

한 다른 언어의 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 

기계는 실제로는 컴퓨터를 가리키며, 특히 현재

는 계수형 컴퓨터(digital computer)가 주로 이

용되고 있지만, 장래에는 좀더 넓은 의미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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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 보병 전투 차량

인공 두뇌가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 MT(Machine Translation)

기계화 보병 전투 차량 | 機械化步兵戰鬪車輛 |

무기체계

Infantry Fighting Vehicle

개량된 장갑인력수송차로서 보병전투차량(IFV), 

기계화 전투차량(MCV)이라고도 한다.

기계획 사업 | 旣計劃事業 | 정책/제도

Preplanned Project

대상기간 기준연도(F+2년) 이전 계획에서부터 

기(旣) 포함되었던 사업을 말한다.

기계획 창 정비 | 旣計劃廠整備 | 행정공통

Programmed Depot Maintenance

숙련된 정비 요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비 작업

으로 일정 기간 정비 시설(정비창)에 입고시켜 

결합체를 완전분해하고 전 계통의 성능을 점검, 

수리. 개조 작업을 거친 뒤 최종 테스트 후 인도

하는 정비 작업이다.

기관 운영비 | 機關運營費 | 정책/제도

단위부서 운영을 위하여 매월 부서별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기관 통제 체계 | 機關統制體系 | 무기체계

Machinery Control System

함정에 설치된 기관 장비들에 대한 조종, 통제 

및 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 일반

적으로 추진기 및 보기 통제, 전력 통제, 보수 통

제, 종합 감시 등을 할 수 있는 콘솔(console)로 

구성된다. 

☞ MCS(Machinery Control System)

기관간 약정 | 機關間 約定 | 정책/제도

Agencies Undertaking

1 .  협정(Agreement ) ,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

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간의 문서형

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의무 관계는 설정

하지 않는다.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국내

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

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

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문

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기능 | 機能 | 행정공통

Function

1. 목적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분화된 업무영

역을 말한다.

2. 어떤 품목이 수행하도록 설계된 작동 특성을 

말한다.

기능 검사 | 機能檢査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Inspection

제품이 원활히 작동하고 규격서대로 기능을 다하

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기능 그룹 부호 | 技能그룹符號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Group Code

무기체계와 장비를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구성

품. 조립체. 부분품으로 체계적인 분해를 하기 

위한 표준 색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기술교범

의 장.절 편성과 연결된다.

기능 기준 | 機能基準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Baseline

1. 시스템 또는 최상위 수준의 형상품목 성능

(기능성, 상호작용성 및 인터페이스 특성)과 규

격화된 특성의 달성도를  시현하는데 필요한 검

증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승인된 형상문서이다. 

(MIL-HDBK-61A)

2. 최초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시스템 상위 기능, 

상호 연계성(Interface) 및 제한사항 등을 기술

한 시스템 성능 기준을 말한다. 

☞ FBL(Functional Baseline)

기능 기준선 | 機能基準線 | 사업/계약관리

체계 수준의 요구사항 및 관련 설계 제한요소들

을 물리적 사항 또는 성능과 관련하여 검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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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기준을 말한다.

기능 단위 | 機能單位 | 사업/계약관리

Unit Of Functionality

주어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 혹은 그 양쪽으로 이루어진 실체를 말한다.

기능 부호 | 機能符號 | 사업/계약관리

Function Code

품목을 식별하는데 기능할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

는 부호이며, 길이는 한자리로 알파벳순으로 되

어 있다.

기능 분류 | 機能分類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Classification

기능 출처 주의에 의한 기록의 분류. 기능과 활

동 분석은 기록의 분류와 기록 처분 일정 분류

의 기초가 된다. 현대의 기록은 조직의 업무 기

능 분석과 기능에 기초한 평가를 통해 영구 기록

을 선별하고, 기록 처분 기준을 결정한다. 기록

이 생산되기 이전 시점부터 기능의 분석을 통해 

기록 처분 기준을 결정하므로, 기록 연속성의 개

념에 부합하는 평가 분류 방법이다.

기능 분석 | 機能分析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nalysis

1. 필요한 설계 기준, 관련 허용 공차 혹은 정확

도, 그리고 운용상 주요 및 기본 성능 특성 등을 

포함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기술적, 

정량적 형태로 기술 한다. 또한 기능 수행의 요구 

간격, 요구되는 입·출력 특성 및 측정치, 그리고 

지원 장비가 사용될 환경조건 등을 포함한다.

2. 시스템 공학 프로세스 활동의 목적은 요건분

석을 통해 식별된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및 다

른 요건을 후속 설계조합 활동으로 유도하기 위

해 시스템기능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능

을 논리적 순서대로 정렬하고 상위레벨 기능을 

하위레벨 기능으로 분해하며, 상위부터 하위레벨

기능까지 성능을 할당하는 기능분석이 필요하다. 

☞ 시스템 공학

기능 분석 및 할당 | 機能分析/割當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nalysis and Allocation

체계 최상위 수준의 기능을 정의하고 이를 만족

하기 위한 세부기능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

다. 각 세부 기능은 기능 아키텍처 상에 할당되

고 상호작용을 한다. 또한, 외부 체계와의 인터

페이스도 포함한다. 체계 기능은 물리적 아키텍

처 상의 구성품에 할당되어야 한다.

기능 시험 | 機能試驗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Test

각종 장비의 구조별 제 기능 발휘 여부를 규정

된 절차와 시험장비, 테스터기 등을 이용하여 시

험하며, 탄약의 경우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

정한 절차에 의거 육안 및 사격을 통해 시험하는 

것이다.

기능 영역 | 機能領域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rea

기능 영역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역을 말한다.

기능 점검 | 機能點檢 | 행정공통

Bench Check

무기체계및 지원 장비의 부품 및 부수품을 모장

비로부터 장탈하였거나, 신품 수령시 부품을 분

해하지 않고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본래의 기

능 발휘 여부를 점검하는 모든 검사 행위로서 수

리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를 말하며, 시험 및 

Mock-Up상에서 작동 기능을 하는 것이다. 숨

어있는 결함이 있다고 추측되거나, 확정되는 결

함이 있는 어느 한 품목의 상태를 결정하거나, 

사용 가능 상태로 복귀시키는 능력이나 그 능력

의 유무를 결정하는 모든 작업 행위를 말한다. 

즉 부품을 분해하지 않고 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본래의 기능 발휘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수리 

능력 부호 A이다.

기능 조직 | 機能組織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Organization

1. 관리자가 담당하는 일을 전문화하여 각 기능

(직능)별로 전문가를 두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이것은 

Taylor가 직계조직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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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안한 조직이므로 Taylor식 조직이라고 한다. 

전문화의 원리, 기능화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 중

소기업에 적합하다.

2. 전문적 기능을 분담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

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그 부분의 발전에 도움

이 되도록 만들어진 조직. 과학적 관리법의 창안

자 테일러가 라인 조직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

여 제창하였다. 

3. 사업관리 조직 형태의 하나로서 기존 기능 조직

을 활용해서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능 진단 | 機能診斷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Diagnostic

엔진 작동중에 데이터를 획득하는 조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말한다.

기능 체계 | 機能體系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System

전투,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 기능을 통합

한 기능 중의 어느 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인

원, 장비, 물자 및 절차를 총칭하는 결합체로서 

지휘 기능 체계와 세부 기능 체계로 구분된다.

기능 코드 | 機能code | 사업/계약관리

Function Code

품목을 식별하는 데 기능할 위치나 장소를 나타

내는 부호이며, 길이는 한 자리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있다. 

☞ FCN(Function Code), 기능 부호(機能符號)

기능 평가 | 機能評價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ppraisal

기록의 지속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록을 

생산한 조직의 기능이 적절하게 기록화되었는지

의 여부를 중심에 두는 평가 방법이다. 기능 평

가는 한 부서나 개인이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어

떤 기록을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그 기

능이 가장 완전하고 간결하게 담긴 기록을 선별

하는 과정이다.

기능 활동 | 技能活動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ctivity

기능 영역 내의 다른 기능 활동에는 특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정책과 절차를 사용하여 함께 관

리될 수 있는 절차의 집합체로 구성되는 기능 영

역의 한 분야이다.

기능 흐름도 | 技能흐름圖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

기능들간의 관계(순차적, 병렬적, 또는 부수적

인)를 블럭의 형태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다. 

어떤 기능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기타 조건들도 

표현될 수 있다. 이보다 발전된 기능흐름도는 기

능간 주고받은 인터페이스 아이템에 대한 표현까

지 포함한다.

기능분석 및 할당 | 機能分析 및 割當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Analysis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시스템 최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위 수준 기능에 대한 정

의 및 이를 만족하기 위한 하부기능으로의 분해

이다. 각 하부기능은 기능 아키텍처 상에 배열되

어 그들간의 관계와 내외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

게 되며. 물리적 구성품에 할당된다. 할당 베이

스라인에는 하부기능 및 성능과 물리적 구성품과

의 할당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기능성 | 機能性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ity

제품을 심미적으로 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장

식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도된 목적대로 장

치를 보다 잘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의 한 측면을 

말한다.

기능성 고폭 화약 | 機能性高爆火藥 | 무기체계

폭발 특성 및 민감도 조절이 가능한 기능성 화약 

물질을 적용하여 성능과 둔감도를 획기적으로 향

상시킨 정밀 기능성 및 환경 친화적인 고폭 화약

을 말한다.

기능적 형상 확인 | 機能的形象確認 | 

사업/계약관리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형상항목의 실제 성능이 형상항목 규격서에서 정

의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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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체계 전체뿐만 아니라 구성품이 제작된 

시점에도 수행될 수 있으며, 검증 활동과 병행하

여 수행할 수 있다.

기동 군수 지원단 | 機動軍需支援團 | 행정공통

Mobile Logistics Support Group

해상 보급단이나 기동 지원단에 의하여 전투 함

정이나 기지에 군수 지원을 하는 해상 보급 지원 

선단을 말한다.

기동 헬기 | 機動hel. | 무기체계

Airmobile Helicopter

공중강습작전 시 무장병력 및 주요장비 공수

를 주 임무로 수행하는 헬기로 UH-1, UH-60, 

CH-47 등이 포함된다.

기록 계정 | 記錄計定 | 사업/계약관리

Recording Account

보급 관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업 회

계의 계정과 동일한 용어이다.

기록관 | 記錄管 | 행정공통

Records Center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

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관

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

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기록물 | 記錄物 | 행정공통

Documentary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수기문

서, 전자문서)·도서(자체생산 간행물, 이하 “간

행물”이라 한다)·대장·카드·도면·시청각기

록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기록물 가치 | 記錄物價値 | 행정공통

Documentary Value

기록물의 보존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장·단기적

으로 기록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한다.

기록물 관리 | 記錄物管理 | 행정공통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

반활동을 말한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 | 記錄物管理體系 | 

행정공통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이관·폐기 등 기

록물의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기록물 폐기 심의 | 記錄物 廢棄審議 | 행정공통

보존기간이 만료 또는 진행 중인 기록물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기록물의 폐기 및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록물철 | 記錄物綴 | 행정공통

2건 이상의 관련기록물을 함께 담아 관리하는 

서류철, 카드·도면·사진 등의 보관봉투, 테이

프·필름 등의 롤, 개개의 디스켓 또는 디스크, 

컴퓨터파일의 디렉토리 등 기록물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기뢰 | 機雷 | 무기체계

Mine

기계 수뢰의 약칭으로 수상함정, 잠수함 및 항공

기 등으로 부설되며, 이는 수면, 수중 또는 해저

에 부설하여 이에 접근 또는 접촉하는 목표물을 

수중폭발로써 파괴하는 무기이다. 기뢰에는 폭

약과 발화장치가 있으며 부설법에 따라 해저기

뢰, 계류기뢰, 부유기뢰가 있고, 기폭법에 따라 

충격·수중선(안테나)·감응 및 관제 등의 기뢰

로 분류된다. 수중선(안테나)기뢰는 항공기에 의

해서 주로 부설되며, 감응기뢰는 선박의 자기·

추진기·음향·수압 등에 감응하여 폭발하며 또

한 이들을 포함한 복합기뢰, 즉 표적을 자동 추

적 및 발사되어 격파하는 기뢰도 있다.

기명식 선하 증권 | 記名式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Straight Bill Of Lading / Straight Form BL

선하 증권면의 수하란에 수하인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증권을 말한다. 지시식 선하 증권(Order 

BL)이란 선하 증권의 수하인란에 기재된 자 혹

은 그 자의 지시에 따라서 선하 증권이 양도가 

될 수 있는 선하 증권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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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계약

권은 선하증 권의 수하인란에 기재된 그 자만이 

수하인이 되는 선하 증권이다. 그러나 기명식 선

하 증권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 권으로서 배서

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

익은 없다.

기본 계약 | 基本契約 | 사업/계약관리

Main Contract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절충교역을 발생시키는 전

제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

기본 계약 제안 요청서 | 基本契約提案要請書 | 

사업/계약관리

Main Contract Request For Proposal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 연

구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

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 계획, 일정 등의 제

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본 계약 제안서 | 基本契約提案書 | 

사업/계약관리

Main Contract Proposal

기본계약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

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 포함), 품질보증, 형

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본 계약(예상) 금액 | 基本契約(豫想)金額 | 

사업/계약관리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 협상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기본계약예상금액은 기

본계약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

가 절충교역 협상 시 제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기본 부속 장비 | 基本附屬裝備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주장비의 기본 설계 및 기본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장비로 주장비에 탑재·연결·결합 

상태에서만 기능 발휘가 가능하고 주장비와 분리

시는 기능 발휘가 불가하며, 다른 장비와 공용으

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기본 불출 품목 | 基本拂出品目 | 전력지원체계

Basic Issue Item

완성장비를 사용부대에 불출시 즉각적인 운용유

지가 가능하도록 주장비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장

비, 공구, 교범 등이 포함되며, 주장비와 동시에 

보급되어야 할 품목을 말한다.

기본 설계 | 基本設計 | 사업/계약관리

Preliminary Design

무기체계설계의 3단계 중 두번째 단계로서, 개

념 설계에서 준비된 시스템의 기능적 기본 현상

을 질적/ 계량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 설계의 경우 개념 설계(Conceptual 

Design) 단계에서 윤곽이 잡힌 비행기를 대상으

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변화시키면서 구체적

인 계산 및 풍동(Wind Tunnel) 시험 등을 수행

한다. 그리하여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적치를 구

한 다음 항공기의 3면도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기본 설계 검토 | 基本設計檢討 | 사업/계약관리

Preliminary Design Review

1. 체계 요구 사항이 완벽하고 적절하게 반영되

었음을 확인하고, 사업 주관 부서와 개발 업체가 

체계 요구사 항에 대한 상호 이해를 일치시키는 

설계 자료 검토 단계이다. 체계 설계 검토 후 상

세 설계 시작 전에 실시한다.

2. 무기체계의 예비설계 결과물이 상세설계에 진

입해도 되는지 보증하고 기술된 성능요구사항이 

비용, 성능, 위험 및 기타 제약사항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는 기술검토회의이다. 이 검토회의에

서는 체계의 예비설계를 평가하게 되며, 체계의 

각 형상항목의 성능규격(할당된 베이스라인)에 

대해 이루어진다.

기본 설계 입찰 | 基本設計入札 | 사업/계약관리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의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

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

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

한다.

기본 설계 함정 건조 | 基本設計艦艇建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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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사업/계약관리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

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체

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간의 연동 등

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

성, 건조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를 말한다.

기본 성능 | 基本性能 | 사업/계약관리

Basic Performance

무기 및 장비 품목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성능을 말한다.

기본 측량 | 基本測量 | 행정공통

Fundamental Survey

국토 해양부 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 지리 정보원장

이 실시하는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이다.

기본 폐기율 | 基本廢棄率 | 전력지원체계

Basic Mortality Rate

1. 주요 수리부속품의 손실율을 계산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장비 및 구성품의 기본이 되는 품

목의 폐품 발생율이다. 예를 들면 엔진의 실린더 

블록이 기본 품목으로서 이런 기본 품목의 폐기

율을 기본 폐기율이라고 한다. 

☞ BMR(Basic Mortality Rate)

2. 폐기율중에서 구성품이나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기본) 품목의 폐기율이다. 

BMR = (폐품수/분해대수)*100(%)

기본 휴대량 | 基本携帶量 | 행정공통

Basic Load

부대 내에서 항상 보유하도록 인가된 탄약의 양

으로 정상적인 재보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여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상소요량을 말

하며, 이는 화기당 발수 또는 부대 당 수량으로 

표시되고 각 부대는 기본휴대량 인가기준에 의거 

기본 휴대량을 100% 확보·관리하여야 하며 확

보 관리 책임은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있다. 

기본급 | 基本給 | 사업/계약관리

Base Pay

임금(賃金)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 

수당을 제외한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 퇴

직금 따위의 산정 기준이 된다.

기본철 | 基本綴 | 행정공통

Master File

수작업 처리시의 대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기에

는 기본 부호철과 기본 재고철이 있다. 기본 부

호철은 원칙적으로 일정 불변의 자료를 기록한 

것으로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철이며, 기본 

재고철은 거래되는 내용에 따라 수시로 갱신되는 

철이다.

기부 채납 | 寄附採納 | 정책/제도

Contributed Acceptance

민간인 또는 공공 단체에서 자기 소유 재산을 무

상으로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취득하는 재산이

며, 민법상 증여 계약의 수증에 해당한다. 기부 

채납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및 

무체 재산권(지식재산권)들을 불문하나 가공비, 

노력 및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기부 채납할 수 

없다.

기산일 | 起算日 | 행정공통

일반으로 분류된 기록물의 경우는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종결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말하

며,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의 원본의 경우

에는 생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

일을 말한다.

기성 | 旣成 | 사업/계약관리

Establishment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

간에 따른 공정별로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

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

기성고 | 旣成高 | 사업/계약관리

Amount of Work Completed

공사나 제조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일정 시점

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나 제조의 기성 공정도

를 말한다. 기성고는 공사 도급 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기성 부분의 공정도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성고는 주로 약정된 부분급을 

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작성된 공급 내역서에 기재된 물량 단위별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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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률

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대금 총액에 대한 기

성 공정도 해당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렇게 산출

된 기성고에 대한 부분금의 한도액은 기성고액의 

1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나 그 성질상 가분(可

分)의 공사나 제조일 때에는 기성고 해당액 전액

을 부분급할 수 있다. 

기성률 | 旣成率 | 사업/계약관리

Work Completed Rate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공

정표상 검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

도의 달성이 확인된 부분의 총 공정에 대한 비율

을 말한다.

기술 가치 평가 | 技術價値 評價 | 정책/제도

Technology Valuation

국외업체에서 절충교역으로 제안한 무형의 기술

을 대상으로 기술가치 평가기관에서 기술성, 경

제성, 전력 증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를 정량적 금액(또는 등급 및 점수)으로 표시하

는 평가활동을 말한다.

기술 개발 | 技術開發 | 사업/계약관리

Engineering Development / Technical Development

1. 군사용 적합으로 승인되었거나 조변되지는 않

았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기술(기술설

계, 그 밖의 사항)과 관련된 모든 개발사업을 포

함한다.

2. 장차 무기체계획득시 소요되는 국방 과학 기

술을 사전 해소하며, 국가 과학 기술 체계와 연

계하여 미래 전장 특성에 혁신을 가져올 국내외 

과학 기술을 발굴, 장려 및 지원하며, 잠재적 외

부 위협으로부터의 기술적 우위를 달성 및 유지

하기 위한 폭넓은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

반 연구, 개발, 지원 활동을 말한다. 

☞ TD(Technical Development)

기술 개발 준비금 | 技術開發準備金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ical Development Reserves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제조업, 건설

업, 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는 기술 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전략산업 분야의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처 장관이 이를 적립하

게 할 수 있다. 적립된 기술 개발 준비금은 기술 

개발, 도입 기술의 소화 개량, 기술정보, 기술 훈

련, 연구 시설, 중소기업 기술 지도 등에 이를 사

용하도록 되어 있다. 기술 개발 준비금 적립 한

도는 당해 과세 연도 수입 금액의 100분의 1과 

당해 과세 연도 소득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며, 이는 손금에 

산입된다.

기술 개발비 | 技術開發費 | 사업/계약관리

당해 군수 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지출되는 노하

우(Know-how) 획득액, 해외 기술자 초청비, 

연구개발비 등을 말한다.

기술 검사 | 技術檢査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Inspection

1.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원활히 발

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태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자산의 성능, 기능, 품질 등에 관하여 전문적

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 또는 기관에 시험, 분

석, 측정 등의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기

준문서상의 자산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

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을 말

한다.

3. 규격서, 제조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등

의 기술자료와 시험/검사장비를 활용 하여 제품

의 측정, 시험 또는 계측을 적절히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의한 적합평가 

4. 장비 및 무기의 사용 가능 여부 또는 수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검사

를 말한다. 이것은 정비 검사의 일종으로서 장비

의 사용 가능도 및 장차 정비 대상 장비의 소요

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부가하여 부대 정비의 

성과를 측정한다. 이는 최소한 1년에 2회씩 기술 

요원에 의하여 100% 기술 검사를 실시한다. 

☞ TI(Technical Inspection)

기술 검정 | 技術檢定 | 정책/제도

Performance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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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서

시험 기술이 규정된 수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 검토 | 技術檢討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Reviews

공고규격 또는 소요군의 요구조건과의 일치여부, 

최소주문수량(MOQ), 유찰품목에 대한 재구매 

여부 등을 소요군에 검토 의뢰하는 업무이다.

기술 검토 및 확인 | 技術檢討 및 確認 | 

사업/계약관리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주요 의사결정 통제점에서 

개발 진척도와 설계 완성도를 평가하고, 특정 단

계에서 기 설정된 기준과 현재의 설계 상태를 비

교하여 설계 완성도의 달성 정도를 결정하는 것

으로 연구개발주관업체 및 통합사업관리팀이 수

행한다.

기술 관리 | 技術管理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Management

1. 무기체계개발·구매 및 양산간 소요되는 기술

을 관리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유지·활용하는 

활동이다.

2. 개발간 기술관리는 일반적 관점에서는 사업

수행 간 기술적 검토 및 대안 제시 활동이며, 체

계공학(System Engineering)관점에서는 체계

설계로부터 제품구현까지의 과정에서 적용할 기

술을 계획, 계획된 기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통

제, 기술 적용결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기술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활동을 말한다. 개발 완료 

이후 기술관리는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기술을 관리·유지하는 활동이다.

기술 관리 기관 | 技術管理機關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Management Agency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기술을 관리·보

관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관련 기관을 말한다.

기술 관점 아키텍처 | 技術觀点  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View Architecture

체계 구성요소의 배열, 상호 작용, 상호 의존성

을 관리하는 최소한의 규칙으로써 체계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

으로 기술적인 체계구현 지침을 제공한다.

기술 교범 | 技術敎範 | 행정공통

Technical Manual

1. 군의 주요 장비 및 물자의 설치, 운영, 정비 등

에 관한 지식과 이에 필요한 수리부속품, 특수공

구 목록 등 각종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본원리

에 대한 운용지침 및 절차를 지시하는 발간물로

서 장비사용을 위한 최소준비사항, 운영 및 점검

지시와 수리부속품에 관한 사항이 수록된다.

2. 장비 및 물자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운용, 

정비, 용역, 정밀조사, 설치,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인력의 요구에  맞게 설계된 각종 지침들을 

보유한 출판물을 말한다.

3. 사용자 교범, 보급교범, 부대 정비교범, 야전

정비교범, 창정비교범 등으로 구분하며, 책자형 

교범과 전자식 기술교범으로도 구분한다.

기술 구조(아키텍처) 

| 技術構造, 技術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Architecture

1.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적합한 체

계(Conformance System)를 보장하기 위하

여 체계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요소 간의 배열

(Arrangement), 상호 작용 또는 상호독립성을 

지배하는 규칙의 최초 집합을 명시한 것으로서, 

표준, 규정 및 지침 등으로 구체화 된다.

2. 체계 및 체계간의 세부적 요구사항을 충족시

키도록 데이터와 응용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필

요한 기술기반을 정의한 아키텍처이다. ☞ TA

기술 군수 제원 | 技術軍需諸元 | 행정공통

Technical Logistics Data

기술적인 부분에서 물자, 장비, 시설, 자금 및 용

역 등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경제적·능률적

으로 관리하여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

한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數的) 지표를 말

한다. ☞ TLD(Technical Logistics Data)

기술 규격서 | 技術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Specification

운용상 특정한 자질을 가지는 품목에 대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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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계의 개발과 생산 과정을 위하여 기초가 되

는 기술적인 소요를 적절한 용어로 상술한 것이

다. ☞ TS(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 기록 | 技術記錄 | 정책/제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및 정보이며 양식, 시험기록서, 보고서 

및 피드백, 고객에게 발행하는 성적서 등이 포함

된다.

기술 기획 | 技術企劃 | 정책/제도

Technical Planning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기획·연구와 기술정

보의 확보·유통·관리, 무기체계에 대한 정보의 

수집, 군수품에 대한 수출입 가격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활동 등을 말한다.

기술 도입 | 技術導入 | 사업/계약관리

Introduction of Technical Know - how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수

입형태에 따라 상업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구매로 분류한다.

기술 도입 생산 | 技術導入生産 | 정책/제도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1.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된 무기체계를 외국

의 원제작 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 권한

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하에 생산하는 것을 말

하며, 기술협력생산의 세부 형태는 공동 생산, 

면허 생산, 조립 생산으로 구분한다.

2.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 하나로, 외국에서 개

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한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 

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협력

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조립생산·면허생

산 등으로 구분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 기술 협력 생산, 공동

생산, 조립 생산, 면허 생산

기술 도입료 | 技術導入料 | 정책/제도

Royalty

특허권, 저작권 또는 산업 재산권의 사용료로서 

외국의 우수한 생산기술과 제휴하거나 혹은 그 

기술 지도를 받아서 체득하기 위하여 비싼 사용

료를 지급하고 그 비법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 로열티(Royalty)

기술 문서 | 技術文書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Document

1. 국가 및 국제규격, 설명서, 외부출처문서 및 

자료 등을 말한다.

2. 형상 관리 품목에 대한 기능적, 물리적 특성 및 

필요조건 등을 제작·생산 및 형상 관리에 적합하

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기술한 문서로서 규격서, 

도면 및 부품 목록 등 기술 자료를 포함한다.

기술 및 산업 기반 | 技術 및 産業基盤 | 

정책/제도

Technology and Industrial Foundation

생산을 위한 국내 유사 산업환경, 관련 협력업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기술 변경 | 技術變更 | 사업/계약관리

Engineering Change

1. 규격 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물품의 형상·특

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하며 기술변경은 해당 

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2. 형상 식별서를 변경하는 행위. 개발 단계 규

격서, 도면 등의 개발 형상 식별서나 국방 규격

의 규격서, 도면, 소프트웨어 기술 문서 등을 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

어이다. ☞ EC(Engineering Change)

3. 개발 중에 있는 품목 또는 생산배치 된 품목

의 형상, 특성 및 기능 등의 변경을 말한다. 기술

변경은 해당기술자료 묶음의 수정을 필요로 하며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분류한다. 첫째, Ⅰ급 기술

변경은 품목규격서에 명시된 성능, 기능에 영향

을 미치는 변경 사항, 계약서상에 명시된 형상, 

특성과 이와 관련되는 기술적 요구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을 뜻한다. 둘째, Ⅱ급 기술변경

으로 Ⅰ급 기술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Ⅱ

급으로 분류한다. 참고로 이것은 순전히 서류상

의 변경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공학변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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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능 측정

도 한다.

기술 변경 제안 | 技術變更提案 | 사업/계약관리

Engineering Change Proposal

최초 장비품목을 수정, 추가, 삭제 또는 교체하

도록 설계 또는 공학적 변경을 요구한 책임있는 

당국의 제안을 말한다.

기술 보고서 | 技術報告書 | 정책/제도

Technical Report

국제 표준화 기관인 ITU, ISO, IEC 등이 표준화 

작업의 결과로 채택된 국제 표준을 발표하는 한

편 채택된 표준과 관련된 기술적 이론, 배경, 참

고 사항 또는 지침을 문서로 발간한 것을 말한

다. 대체로 국제 표준과 비슷한 내부 승인 절차

를 거쳐서 발표된다.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 보

고서(TR) 중에서 각국의 표준화 기관이나 업계

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는 ITU-R TR, ITU-T 

TR, ISO TR, ISO/IEC JTC 1 TR 등이 있다.

기술 보유 기관 | 技術保有機關 | 정책/제도

기술의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방과학기술정보를 획득·관리하는 국방부, 합

참, 정보본부, 각 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국방

연, 기품원 등의 국방관련기관을 말한다.

기술 분류 체계 | 技術分類體系 | 정책/제도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과학 관련 기술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 등 

과학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된 분류 체계로서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는 연구개발 사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누적 

효과를 증대시키며, 과학 기술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균형적인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기술 분석 | 技術分析 | 정책/제도

Technical Analysis

국방 과학과 관련된 기술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

다. ☞ TA(Technical Analysis)

기술 사용권 | 技術使用權 | 정책/제도

특허권, 실용 신안권 등 산업 재산권과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노하우 및 제조 기술 등에 

대하여 기술 소유권자와 기술 사용 계약에 의하

여 기술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술 설계 | 技術設計 | 사업/계약관리

Engineering Design

희망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스템, 

구성 요소 또는 프로세스를 고안하는 과정을 말

한다.

기술 성능 척도 | 技術性能尺度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s

제품의 생산에 있어 설계에 내재되어야 할 성능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들 성능 특성을 계

량화된 모수값으로 반영하는 개념이다. 시스템 

제작에 있어 프로세스나 시스템 공학 목표를 달

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 TPM(Technical Performance Measures)

기술 성능 측정 | 技術性能測定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달성된 기술적 성과를 관

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성능요소(KPP)에 대

하여 각 시점별 목표를 정하고 해당 시점에서 목

표달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기술적 편차를 관리

한다. 기술적 위험을 식별하고 향후 결과를 예측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다. 일반적인 기술성

능측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체계의 성능발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성능변수

2. 해석, 시연, 혹은 시험을 통해 직접 도출된 변

수들

3. 해석 혹은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값을 직접 측

정해야 하는 사항

4. 해석이나 과거 자료로부터의 기준을 갖고 있

는 예측치

5. 사업 전체 수명주기 동안 주기적으로 측정한 

값을 예측치 또는 공차와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하

는 개별 변수들 일반적으로 기술성능측정의 추적

은 기준이 되는 설계(baseline design)가 설정되

자마자 시작되어야 하며, 비록 선정된 기술성능측

정 대상이 사업 수명주기 상 나중에 있어 모든 대

상이 완전하게 가용하지 않더라도 이상적으로는 

체계기능검토(SFR)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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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토(PDR) 시점 보다 늦어져서는 안 된다.

기술 성숙도 | 技術成熟度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Readiness Level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말하며, 수준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TRL 1 : 기본원리 이해

2. TRL 2 : 기술개념 형성 및 응용분야 식별

3. TRL 3 : 주요 기능에 대한 분석/실험 또는 특

성에 대한 개념입증

4. TRL 4 : 실험실 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실험

용 조립품 수준의 성능 입증

5. TRL 5 : 유사 운용환경에서 구성품 또는 실험

용 조립품 수준의 성능 입증

6. TRL 6 : 유사 운용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

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시험

7. TRL 7 : 운용환경에서 체계 시제품의 성능 시연

8. TRL 8 : 시험 및 시범을 통해서 실체계의 완

성 및 입증

9. TRL 9 : 성공적인 임무 운용을 통한 실체계의 

입증

기술 성숙도 평가 | 技術成熟度 評價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기술요소(CTE)들이 어

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말한다.

기술 수출 | 技術輸出 | 정책/제도

외국 정부 또는 기업에 국방과학기술을 이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 중 

사용자 교범, 부대정비 교범 등 운용자 및 운용

부대에서 수출대상 장비의 운영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최소한의 기술교범자료에 한하여 물자수출

의 종물로 간주하여 물자수출로 취급한다.

기술 수출 예비승인 | 技術輸出豫備承認 | 

정책/제도

방산물자 수출 업체(방산 업체를 포함한다)가 기

술을 국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가 수출 

상담을 승인하는 것이며, 이는 수출 허가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기술 시범 | 技術示範 | 정책/제도

Technology Demonstration

1.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여 군

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

기술시범(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2. 연구개발 중 비용의 증가, 전력화 소요 기간 

연장 및 실패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군사 

활동 중 확인된 제 결함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적용한 해결 방

안이 군사적으로 유용한지 평가하는 절차로서 전

투실험방법중의 하나이다. 

☞TD(Technology Demonstration)

3. 실제의 작전환경이 아닌 전투실험소나 야전에

서 응용연구나 첨단기술개발과 같은 연구개발 과

제수행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을 시범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첨단기술시범

(ATD)과 신개념기술시범(ACTD) 등이 있다. 

☞신개념 기술시범

기술 실시 계약 | 技術實施契約 | 사업/계약관리

사업수행(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

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술 용역 | 技術用役 | 정책/제도

Technical Representative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

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

하며, 기술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

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사항을 용역 지원하

는 것을 말한다.

기술 원조 | 技術援助 | 정책/제도

Technical Assistance

외국에 기술전수, 기술지원 및 기술교육을 유무

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자연개발, 공용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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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의료교육, 시설의 개선, 행정합리화 등의 

기술지도 교육, 훈련과 시설운용, 장비유지에 관

한 조언, 원조,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 이전 | 技術移轉 | 정책/제도

Technology Transfer

1. 지식재산권의 이전,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갑’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을’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2.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 

연구, 합작 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 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총칭하는 말.

☞ TT(Technology Transfer)

3. 산업재산권의 이전,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및 

기술자료의 제공 등 기술을 보유한 측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측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이한 국가, 

기업 사이에서의 조직 간 이전 및 동일기업·조

직 내 집단 간의 기술이전이다. 특히 개발도상국

의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기술이전은 양자 간의 경제격

차를 축소하기 위한 주요 조건으로서 주목되어 

왔다. 또한 경영의 국제화, 해외현지법인의 설치 

등의 움직임은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국제간 기술

이전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구

성, 문화나 관습 등의 차이가 큰 국제간의 기술

이전은 상당히 어렵다. 이 경우 기계나 설계도와 

같이 객체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기술이전은 

상대적으로 이전하기 쉽지만 관리제도나 숙련기

능, 작업양식과 같이 소프트웨어, 사회성, 속인

성이 강한 기술일수록 이전은 어렵고 마찰을 일

으키는 것도 많다.

기술 이전 협정서 | 技術移轉協定書 | 정책/제도

Technical Transfer Protocol

개발 신청 업체와 원 제작사 간의 기술이전 및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을 

기록한 협정 체결 문서를 의미한다.

기술 자료 | 技術資料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Data

장비 및 체계의 개발, 생산 시험, 사용, 정비, 비

군사화, 제독 및 폐기 시 이용되는 규격, 표준, 

기술 도면, 업무 분석 지침, 자료 항목 기술서, 

보고서, 정비 교범, 군수 지원 분석 기록서, 전산 

S/W 문서 및 시험 결과 등의 자료. 종합군수지

원업무의 설계 및 수행에 이용된다. 

☞ TD(Technical Data), TDP(Technical Data 

Package), 기술 자료 묶음(技術資料--)

기술 자료 묶음 | 技術資料--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Data Package

군에 소요되는 장비의 품목 및 용역에 대한 기

술적인 특성 및 필수사항을 제작·생산 및 조달

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고 명확하게 묘사한 기술자

료로서 규격서·도면·소프트웨어(소스코드 포

함) 기술자료·품질보증요구서(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자료목록, 상호운용

성 프로파일 등이 포함되며, 국방규격 작성시 원

천자료로 활용된다.

기술 적용 연구 | 技術適用硏究 | 정책/제도

기술 이전 또는 기술 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말한다.

기술 정보 | 技術情報 | 정책/제도

Technical Intelligence

군사목적을 위해 현재 또는 결과적으로 실제 적용

될 수 있는 외국 기술발전 및 외국 군수물자의 질

과 운용능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이것은 첩보의 

수집 및 처리로부터 획득되는 최종 완성자료이다.

기술 제안서 | 技術提案書 | 사업/계약관리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

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

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기술 준비 수준 | 技術準備水準 | 사업/계약관리

Technology Readiness Level

특정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거나 서로 다른 유

형의 기술 성숙도를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측정 수단. 1989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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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에서 개발되었으며, 이후 미 국방부 등에

서 추진 사업의 위험도 관리의 한 방안으로서 적

용하게되었다.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 지시 | 技術指示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Order

1. 장비나 물자에 대한 작동, 정비, 설비, 정착, 

탈거, 검사 및 개조에 관계되는 일시검사, 대외 

기술 지원 체제(TCG, CIP)등 기술적인 안내와 

지시 그리고 안전 절차에 관계되는 사항을 전달

하는 기술적인 통신 매개물을 말하며 기술 통신

이라고도 말한다.

2. 특수화된 전문적 용어의 수행 또는 기술문제

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공표를 통한 전문적 지

침 또는 지시 등의 행사를 말한다.

기술 지원 | 技術支援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Assistance/Support

1. 국외업체에서 파견한 기술자가 국내에 일정기

간 상주하면서 소요군·국방과학연구소 및 업체 

등의 관계요원에게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을 말

한다.

2. 자체 기술 부족으로 수리 불가한 장비에 대하

여 기술부서나 수리 부서로부터 기술적인 협조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국외 계약자가 파견한 기술자

가 국내에 일정 기간 상주하면서 군, 국방 과학 

연구소 및 업체 등의 관계 요원에게 기술을 전수

해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협조를 받는 

것을 말하였으나 현재에는 기술적인 협조를 주는 

것도 기술 지원이라고 한다.

3.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에 포함되는 모든 기

술적 업무를 검토·확인함으로써 개발비용, 일

정,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요구를 균형 있게 만족

시키도록 하는 기술분야 지원활동을 말한다.

기술 지원 팀 | 技術支援 Team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Assistance Team

FMS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된 장비의 운용, 정

비, 수리를 위해 TDY상태(179일 이상)로 외국에 

전개된 미 국방부 인력의 팀을 말한다.

기술 지원 협정 | 技術支援協定 | 정책/제도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가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

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원조 형태의 지

원 협정이며, 연수생의 훈련, 전문가의 파견, 기

기·자재의 제공, 경제개발 방법 지도 등이 있

다. ☞ TAA(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 지원 협정서 | 技術支援協定書 | 정책/제도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국외업체와 국내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제공받아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에 따른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

서를 말한다.

기술 책임자 | 技術責任者 | 정책/제도

시험결과를 시험품질경영시스템 및 기술적 측면

에서 최종 검토하고 전문적 판정을 내리며 서명

할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기술 첩보 | 技術諜報 | 행정공통

Technical Information

정비와  보급품과 장비에 관련되는 조사, 연구개

발, 공학, 시험, 평가, 생산, 운용 및 사용 등에 

과학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첩보를 말한다.

기술 평가 | 技術評價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Evaluation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TE(Technical Evaluation)

기술 혁신 성과물 | 技術革新成果物 | 정책/제도

산업 기술 혁신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 시제

품, 연구 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 데

이터, 연구 보고서 및 지식 재산권 등 무형적 성

과도 포함된다.

기술 혁신 자원 | 技術革新資源 | 정책/제도

산업 기술 혁신에 필요한 산업 기술 인력, 연구 

장비·시설, 지식 재산권 및 기술·산업 정보 등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기술 혁신 주체 | 技術革新主體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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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말한다.

기술 협력 | 技術協力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Cooperation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우리만의 특정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단독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국

내에서 부족한 기술을 외국의 개발 주체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말한다.

기술 협력 생산 | 技術協力生産 | 정책/제도

Technology Cooperation Production

외국에서 개발되어 실용화되었거나 실용화를 위

하여 시험평가결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되어 생

산중인 무기체계를 외국의 원 제작업체와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권한을 양도, 대여 또는 지원 

하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협력

생산의 세부형태는 공동생산·조립생산 및 면허

생산 등으로 구분하며, 계약내용에 따라 단일 또

는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기술 협력 생산 사업 | 技術協力生産事業 | 

정책/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라 협

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국내업체는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

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

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 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 

이후 실시하는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

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험평가 생략 또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 협력 연구개발 | 技術協力硏究開發 | 

정책/제도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

opment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우리의 특정 연구개발 목

표를 위하여 단독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국내

에서 부족한 기술을 외국의 연구개발 주체로부터 

협력을 얻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기술 협정 | 技術 協定 | 정책/제도

Technology Agreement

사업협정(PA) 또는 “이행 협약(IA)”의 하위 개념

으로 기술자료 및 정보 교환, 기술용역 등 기술

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기술협정(TA)은 국가간

의 협의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체결

할 수 있다.

기술 협정서 | 技術協定書 | 정책/제도

Technical Agreement

기술 제휴 및 교류 협력을 위해서 맺는 협약서. 

☞ TA(Technical Agreement)

기술 훈련 | 技術訓練 | 정책/제도

Technical Training

외국 기술자에 의한 장비 관리 유지 및 설치 등

에 관한 국내외 교육을 말하며 장비의 운용과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습득

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훈련을 말한다.

기술료 | 技術料 | 사업/계약관리

Royalty / Engineering Fee

1. 기술자료, 노하우(Know How),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 받아 제품을 생

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기술을 이

용하는 자가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

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

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2. 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

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

가, 전문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술료 감면 제도 | 技術料 減免制度 | 

정책/제도

수출업체가 국방과학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기술료를 감면하여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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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기준액

한다.

기술료 징수 기준액 | 技術料徵收基準額 | 

정책/제도

기술보유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기술료를 말한다.

기술적 상호 운용성 | 技術的相互運用性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Interoperability

시스템을 구성하는 표준, 메시지 양식, 기술 참

조 모델 등을 정의하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

준 및 이들 간의 관계성을 식별하는 등 체계간 

상호 운용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지

침을 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술적 성과 측정 | 技術的 成果 測定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적 성과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기술적 파라미터에 대해 현재 실

제로 성취한 수준과 최종적으로 성취해야할 목표대

비 현재 시점에서 성취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

준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관리하는 기법이다.

기술적 성능 측정 | 技術的性能測定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s

체계나 부체계가 기술적 요구사항 및 목표를 달

성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무기체계공통이다. 

☞ TPM(Technical Performance Meas-

urements)

기술적 타당성 분석 | 記述的妥當性分析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체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적용 기술 등 대상 

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존재 여부, 기술 수준 등

을 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업 부담금 | 사업/계약관리

Business Allotment

개발비지원사업비 중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을 제

외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현금으

로만 계상한다.

기업형 책임 운영 기관 | 企業型責任運營機關 | 

정책/제도

Trading Fund Executive Agency

책임 운영 기관 운영에 있어 기업과 같이 독립채

산제 형태의 운용으로 기관의 활동을 더욱 상업

적이고 경영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일반형 책임 

운영 기관과는 달리 예산 계정이 상위 지원 부서

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며, 확실한 수입원을 가질 

때 적합한 구조이다.

기존 부품(품목) | 旣存部品(品目) | 

사업/계약관리

Traditional Component(Item)

초도 양산 이후 생산실적이 있는 품목을 말한다.

기종 결정 | 機種決定 | 정책/제도

Determine Type

시험평가, 협상결과 등을 근거로 대상무기체계 중 

획득할 무기체계의 기종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종 결정 평가 요소 | 機種決定平價要素 | 

정책/제도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비용요소와 비비용

요소로 구분된다.  비용요소란 구매가격, 운영유

지비, 지급일정, 비반복비용 환급, 보증조건 및 

지급 이행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비비용요소는 비용요소 외에  무

기체계 성능 및 절충교역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기종별 감항인증 계획 | 機種別堪航認證計劃 | 

정책/제도

1.연구개발 사업 감항인증 추진 시 아래의 사항

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을 말한다.

(1) 사업개요

(2) 감항인증 개요

1) 감항인증 일정    2)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

(3)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4)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 및 적합성 검증방법

(MOC)  

(5) 안전비행(SOF)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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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식별 계획  

(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2. 구매사업 감항인증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포

함한 감항인증 계획을 말한다.

(1) 사업개요  

(2) 감항인증 개요

1) 감항인증 일정    2) 감항인증 조직 및 업무  

(3) 기본 형상에 대한 감항인증 관련 자료제출 계획

(4) 단계별 감항인증 계획  

(5)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안

(6) 기종별 주요안전품목(CSI) 또는 식별 계획  

(7) 제한사항 및 지원 요구사항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 | 機種別堪航認證基準 | 

정책/제도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1.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승인된 기타 감항인증

기준을 기초로 해당 군용항공기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2. 형식인증 후 최종 확정된 기종별 감항인증기

준은 군용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유지 및 관리되

어야 한다. 

☞ TACC(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

cation Criteria)

기준 가격 | 사업/계약관리

Base Price

표준 또는 계약 가격으로 부수비를 미포함하는 

가격이다.

기준 감액률 | 基準減額率 | 사업/계약관리

Basic Reduction Rate

검사항목의 중요도 등급에 따라 부여된 비율로써 

감액산정 시 기본이 되는 감액률을 말한다.

기준 교리 | 基準敎理 | 행정공통

Basic Doctrine

군사 기본 교리를 기초로 하여 인사·정보·작

전·군수·기획·C4I체계 등 합동 참모 기능 체

계에 따라 분류된 합동 교리를 말한다.

기준 미충족 | 基準未充足 | 정책/제도

Unmet Standards

개발시험평가 시 성능이 기술된 시험평가기준 혹

은 결과를 충족하지 못할 때이다.

기준 수준점 | 基準水準點 | 사업/계약관리

Bench-Mark

수직 기준면의 참고로서 이용하도록 수심 기준면 

및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높이를 정확히 구해 놓

은 고정된 물체나 표시. 일반적으로 검조주(tide 

staff)나 검조소 근처에 설치한다.

기준 연도(목표예산연도, X년) 

| 基準年度(目標豫算年度, X年) | 정책/제도

Base Year

1. 경제성장 계산 및 비용 예측시에 고정가격 수

준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 기간이다. Base Year

의 price level index는 1,000임

2. 국방기획관리 과정 중 기획 및 계획수립 대상 

기간 중의 최초연도를 말한다.

기준 정밀 측정 표준 장비 

| 基準精密測定標準裝備 | 전력지원체계

1급 정밀 측정소에서 보유하며 1차 교정 검사 기

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부터 교정 및 검증된 한국

군 정밀 측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장비를 말한다.

기준 충족 | 基準充足 | 정책/제도

Criteria Satisfy

개발시험평가 시 성능이 기술된 시험평가 기준 

혹은 결과를 만족하거나 초과 할 때를 말한다.

기준 표준기 | 基準標準機 | 전력지원체계

Reference Standards

국가 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그와 동등한 수준

의 측정표준 기관으로부터 소급을 받는 장비로 

작업 표준기에 대해 측정표준을 제공한다. (군1

급 정밀측정시험소 보유)

기준/기준선 | 基準/基準線 | 사업/계약관리

Base Line

기준선은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합의한 규격 혹은 

제품을 말하며, 이후 향후 개발을 위한 기초 역

할을 한다. 이 기준선은 정부측 계약기관 검토와 

승인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변경통제 절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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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서만 변경될 수 있다. 기준선은 초기에 문서화되

고 검증된 체계 수준의 요구사항과 제한사항들, 

다음수준으로의 할당 혹은 지정된 사항, 그리고 

계약서상의 작업기술서에 따라 승인된 모든 변경

사항들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기준선 요구사항

은 체계기능검토(SFR)시에 승인된다. 특별히 기

술적 기준선(Technical Baseline)은 다음과 같

이 정의된다.

1. 기능 측면

(1) 기능 기준선(Functional Baseline)은 체계 

수준의 요구사항 및 관련 설계 제한 요소들을 물

리적 사항   또는 성능과 관련하여 검증하고 승

인한 기준을 말한다.

(2) 할당 / 지정된 사항

(3) 할당 기준선(Allocated Baseline)은 승인된 

할당 형상의 물리적 계층구조를 말한다. 

(4) 계층구조와 계약에 따라 승인된 모든 변경사

항 속에서 초기에 문서화되고 검증 및 승인된 설

계하고자 하는 개별 체계 제품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및 설계 제한사항을 말한다.

(5) 각각의 구성품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목

에 대해 설계하고자 하는 모든 요구사항과 제한

사항들에 대해 식별한 개별 문서 또는 구성품 혹

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항목의 개별적인 통합 그

룹을 말한다.

2. 제품(최종품목 / 형상)

(1) 제조되어야 할 개별 물리적 요소에 대한 제조 

요구사항

(2) 개별적으로 설계되거나 혹은 시험되어져야 

할 소프트웨어 코드

(3) 구매하고자하는 개별 물리적 요소, 부품, 혹

은 물자의 구매 요구사항

(4) 하나 이상의 최종품목을 위해 배포된 기준선

에 대해 문서화되고 승인된 설계

개정사항

기준가 | 基準價 | 사업/계약관리

Base Price

가용한 가격정보 중 목표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적의 가격정보를 말한다.

기지 | 基地 | 행정공통

Base

각종 작전이 계획되고 지원되는 주요 지점, 즉 

보급기지, 통신 기지 등이다. 예를 들어, 함정 지

원을 위하여 항만 시설, 급유, 급수, 동력, 보급, 

정비 및 위탁 시설 등 각종 지원 시설을 보유하

고 있는 항만을 말한다.

기지 수리 불가능 품목 | 基地修理不可能品目 | 

전력지원체계

Not Repairable Item at Station

수리 작업 정도가 기지 수리 능력을 초과하는 품

목 혹은 부속 대기 품목으로 신청된 부분품이 장

기간 경과하여도 불출되지 않아 반납되는 품목 

및 기술, 장비, 공구 등의 결핍으로 수리를 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부대 수리 불가능 품목이

라고도 한다.

기지 수리율 | 基地修理率 | 전력지원체계

Percent of Base Repair

기지 수리 순환 품목에 대하여 과거 3개년 분의 

기지 수리 실적을 토대로 산출되며, 정비 입고된 

요수리품 중 사용 가능 재고로 환원된 품목의 비

율로 나타낸다. 

☞ PBR(Percent of Base Repair)

기지 조달 | 基地調達 | 전력지원체계

Base Procurement

중앙 보급되는 품목을 제외한 소량 소액(少量少

額) 품목으로써 부대에서 조달하는 것이 적기 지

원(適期支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

단된 품목을 각 부대 단위로 배정된 예산으로 구

매·제작 또는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공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기지창 | 基地廠 | 행정공통

Base Depot

보급품을 조달·비축·분배하는 임무를 맡은 부

대나 그 시설을 말한다.

기초 공사 | 基礎工事 | 전력지원체계

Foundation Work

구조물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하는 공

사, 즉 구조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면을 단단

히 하는 공사를 말하며, 기초공사가 약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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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이 지반을 무너뜨리거나 지반이 함몰되어 구

조물이 침강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조물의 

기초작업은 충분히 지탱력을 갖고 침강되지 않도

록 되어야 한다.

기초 공수 | 基礎工數 | 사업/계약관리

Basis Man-hour

단위 기초공수에 구축대상 작업량을 곱한 공수를 

말한다.

기초 금액 | 基礎金額 | 사업/계약관리

Basis Price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예정가격 또는 기초예비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기초 연구 | 基礎硏究 | 정책/제도

Basic Research

핵심 기술 연구개발 사업에서 1단계에 해당되며,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 이론 

또는 현상이나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학계에서 수행하는 이론적 또

는 실험적 연구 활동을 말한다.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연구, 시험 개발 단

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기초 연구 단계 | 基礎硏究段階 | 사업/계약관리

Fundamental Research Step

구체적인 연구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연구 방향을 정하여 기본 원리를 연구

하는 단계를 말한다.

기초 예비 가격 | 基礎豫備價格 | 사업/계약관리

1.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

예비가격 산정을 위하여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2. 경쟁계약 시 가격조사 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

해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관이 결정한 가격

이며, 입찰등록마감 전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기타 감항인증 기준 | 其他堪航認證基準 | 

정책/제도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1.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

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군용항공기 사업별

로 승인된 기타감항인증기준은 표준감항인증기

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 其他契約內容의變更으로因한契約金額調整 | 

사업/계약관리

1.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또

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외

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

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계약 금

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모든 계약 내용 변경 사항 

중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을 제외한 계약 내용

의 변경을 의미한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의 

경우와는 달리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의 개념이 

다소 포괄적이고 변경 유형이 다양하여 변경 사

항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계약 금액 조정 방법도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조정 금액의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의 성

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계약 금액의 조정을 필요로 하되 설계 변경 

사유나 물가 변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물가 변동 사유는 계약 문서의 변동 없이 발생되

므로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와 구별이 용이

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금액 조정 기준이 서로 다

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2) 계약 내용으로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있어야 

함. 계약 내용은 전술한 바 있는 계약 문서에 규

정되므로 계약 문서에 규정된 모든 변경 사항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주로 설명서, 현장 설명

서 등에 제시된 사항의 변경이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기타 공사 | 其他工事 | 전력지원체계

대형 공사 중 대안 입찰, 일괄 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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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정경비 | 其他法定經費 | 사업/계약관리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

한다.

기타 자금 | 其他資金 | 사업/계약관리

Counterpart Fund

계약이행보증금 및 6개월 소요자금 이외의 여유

자금을 말한다.

기탁 신용장 | 寄託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Escrow L/C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상 무역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으로, 수입 상인 발행 의뢰인이 

신용장 발행 의뢰시 신용장 조건으로 그 신용장

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의 매입 대금은 수익자

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수익자 명의로 상호 약

정에 따라 매입 은행, 발행 은행 또는 제3국의 환

거래 은행 등의 기탁 계정에 기탁하여 두었다가 

그 수익자가 원신용장 발행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의 

신용장을 말한다. 동시 발행 신용장처럼 동액, 

동시 발행 조건이 아니므로 기탁 신용장은 물품

의 선택과 기일 등에서 훨씬 자유롭다.

기폭 장치 | 起爆裝置 | 무기체계

Explosive Device /  Initiating Equipment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충격에 의하여 폭발을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기한부 신용장 | 期限附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Usance LC

기한부 어음에 의하여 결제가 되는 것을 조건

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통지 은행으로부

터 화환 어음이 제시되면, 수입자는 먼저 그 어

음을 인수만 하고 목적 상품을 수령한 후에 어음

의 만기일이 되면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한

부어음은 그 기산일의 여하에 따라 After Date 

Bill(발행 일자 후 정기 출급)과 After Sight 

Bill(일람 후 정기 출급)로 구별되는데 보통 30 

Days After Date나 60 Days After Sight 등으

로 표기한다.

기회 비용 | 機會費用 | 정책/제도

Opportunity Cost

둘 이상의 대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렸을 경우, 버린 대안의 최대의 가치를 

말한다. 특히 투자 결정, 신제품의 비교, 개선 방

책의 검토, 무기체계의  선정, 정책 결정에 있어

서의 결정적인 평가를 실시할 때 중요하게 사용

되며 기회 원가, 대체 비용이라고도 한다.

기획 | 企劃 | 정책/제도

Planning

제 문제에 대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방책을 구상

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르는 대체 행동 

방안을 선택,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자

원을 배분하여 최선의 방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다. 즉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윤곽을 수립하

는 것이고 구체적인 수단은 계획으로서 기획은 

계획에 선행된다. 국방 기획 관리 제도상 기획이

란 위험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며, 적정 수

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획 계획 예산 제도 | 企劃計劃豫算制度 | 

정책/제도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국방 기획 관리 제도

기획 관리 체계 | 企劃管理體系 | 정책/제도

Planning Management System

기획 관리 체계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및 평

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기획 명령 | 企劃命令 | 정책/제도

Planning Order

1. 시행 기획의 착수를 지시하는 합참 의장의 명

령으로서, 통상 지휘관 판단 이후에 발령된다.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선정하기 전에 이 명

령이 발령될 경우, 합참 의장의 경고 명령으로 

갈음한다.

2. 국가 통수 기구에서 방책을 승인하기 전에 필

수적인 기획 지침을 하달한 후 기획의 착수를 지

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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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소요 | 企劃所要 | 정책/제도

Planned Requirement

일반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구상하는 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물자, 시설, 자금 등의 소요를 의미

한다. 또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전장 기능별 군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

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획 체계 | 企劃體系 | 정책/제도

Planning System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 목표를 설정하고 

대응 전략 수립 및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여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긴급 동원 | 緊急動員 | 행정공통

Emergency Mobilization

1. 긴급한 상황 혹은 정상 동원이 불가능할 때 해

당 지역 사령관이 소요되는 물자 및 인원에 대하

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동원 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안

전행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는 

동원 방법이다.

2. 동원령이 선포된 후 규정된 기간 내 긴급히 동

원하는 인원 및 물자를 뜻한다. ☞ 동원

긴급 재보급 | 緊急再補給 | 행정공통

Emergency Resupply

침투된 작전 제대와 특전 지휘소 간에 약정된 기

간 내에 통신 개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 

실시되는 기계획 재보급 제도로서 침투 직후 또

는 작전 기간 중에 실시한다.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 緊急戰力所要要請書 | 

정책/제도

Emergency Force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연중 수시로 긴급 전력 소요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긴급 조달 | 緊急調達 | 정책/제도

Urgency Procurement

부대 임무와 장비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히 

소요되는 물자/자재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 품목 | 緊急品目 | 전력지원체계

Immediate Attention Item

☞ 긴요 품목(緊要品目)

긴급 품목운용 | 緊急品目運用 | 전력지원체계

Immediate Attention Item Operational

상시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을 신속히 지원하는 개념을 

말한다. 품목의 적용은 장비 운용간 발생된 D/L

의 조기해소에 소요되는 품목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휘 및 지원 계통으로 긴급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장비 긴급 품목은 별도

로 지정하여 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비 지원

부대장은 운용 부대에서 소요 부품을 청구시 재

고가 없을 경우 지원 부대 간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최기 지원 시설의 보유 재고를 확인, 우선 

지원한다.

긴급 항공 지원 | 緊急航空支援 | 행정공통

Immediate Air Support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전투 수행 중 긴급 요청

에 의해서 지원되는 항공 지원을 말한다.

긴요 소요 부족 목록 | 緊要所要不足目錄 | 

정책/제도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전시 초기 30일간 한국군 군수 지원 부족 물자에 

대한 미국 측의 잠정 지원 가용 물자 목록으로서 

매년 갱신되는 목록을 말한다.

긴요 품목 | 緊要品目 | 전력지원체계

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 Critical Item

1. 요구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생명의 

안전 또는 군사 임무수행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

치는 성질을 지닌 품목을 말한다.

2. 부대 또는 장비의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

요한 품목. 전투 긴요, 전투 필수 및 임무 필수 

품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CI(Critical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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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기술 | nano技術 | 사업/계약관리

Nano Technology

물질을 나노 크기의 수준에서 조작·분석하고 이

를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 이를 통해 나노

미터 크기의 수준에서 미세한 가공을 하거나 새

로운 또는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

성을 나타내는 소재나 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

어 낸다. ☞ NT(Nano Technology)

나노 섬유 | nano纖維 | 사업/계약관리

Nano Fiber

섬유의 굵기가 천 나노미터(nm) 이하인 섬유. 

고분자 물질에 전기 및 유체 역학적 힘을 가해, 

원료 물질 내부에서 전기적 반발력에 의해 분

자들이 뭉치도록 유도하여 용액 상태의 폴리머

(polymer)를 순간적으로 섬유 형태로 생산한다. 

나노 섬유는 섬유 기술에 나노 기술을 접목하여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섬유로 의류는 물

론 우주·항공, 자동차, 전기, 전자, 환경, 보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핵심 소

재이다.

 

나노 컴퓨터  | nano computer  | 

사업/계약관리

Nano Computer 

원자나 분자 크기의 나노기술을 접목하거나 응용

해 만든 컴퓨터. 세포 정도 크기의 나노 컴퓨터

를 환자의 몸속으로 투입해 인슐린 수치나 약물

의 농도 등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몸

속의 필요한 부위까지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

하다. 

 

나라 장터 | 나라場터 | 사업/계약관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체계로서 조달청에서 실시

하는 업무인 입찰 공고, 물품, 시설, 용역, 외자, 

리스, 비축 등 기타 업무를 온라인 망을 이용하

여 입력 및 처리, 공고하는 시스템이다.

 

나선형 개발 | 螺旋形開發 | 사업/계약관리

Spiral Development

1. 개발 착수 이전에 무기체계의  운용 개념은 확

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작전 운용 성능(ROC)이 확

정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개발 전략. 단계별 

사업 종료 시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 개발 

단계의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을 부분적으

로 확정하는 일련의 개발 과정을 반복한다. 나선

형 개발은 주로 기술 성숙도의 예측이 곤란한 신

개념 무기체계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복합 

무기체계의 개발에 적용된다.

☞SD(Spiral Development)

2. 과거처럼 1회에 완전한 성능을 달성하고자 하

는 개발전략 대신에 배치 또는 적용가능한 일정

한 수준의 제품을 완성-시험-수정-시험-배치

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체계 및 소

프트웨어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향상을 가져오는 

개발전략이다.

 

나토 목록 제도 | NATO目錄制度 | 

사업/계약관리

NATO Codification System

나토에서 유래된 목록 제도를 일컫는 호칭으로 

여기서 ‘목록’이란 일명 미국식으로 카탈로그 또

는 유럽식으로 코디피케이션(Codification)이

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 목록 체계는 최초 정

비와 보급 등 국제 군수 분야에서 공통된 언어

를 수립하여 군수품의 상호 운용성과 국제적 목

록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국제 군수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연합 군수 정보 체

계(Federal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FLIS)를 근간으로 최초 나토 지역에서 운용하기 

위한 체계이다. 

☞ NCS(Nato Codification System)

 

나토 상호 색인 목록 | NATO相互索引目錄 | 

사업/계약관리

NATO Master Cross Reference List

나토 정비 보급 본부(NAMSA; NATO Maint-

enance and Supply Agency)라는 기관에서 2

개월 단위로 발행하는 군수 자료로서 나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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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의 1,500만 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낙찰 | 落札 | 사업/계약관리

Successful Bid

경쟁 계약에 있어서 계약을 승낙시키는 것을 말

한다. 즉, 계약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확정하는 행위로

서 유효한 입찰자 중에서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

약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자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낙찰 가격 | 落札價格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Price

세입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 세출(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

서는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 입찰한 금액으로서 

당해 입찰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어 계약 체

결코자 선택,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낙찰 비율 | 落札比率 | 사업/계약관리

Successful Bid Rate

예정 가격에 대한 낙찰 가격의 비율. 즉 예정 가

격을 분모로 하고 낙찰 가격을 분자로 해서 백분

율로 나타낸다. 낙찰 비율 = 낙찰 가격/예정 가

격 * 100(%).

 

납기 | 納期 | 사업/계약관리

Time Limit for Delivery Date

물품, 조세, 기타 공과금 등을 인도 혹은 납부하

는 기한을 말하며,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 

납기와 수세 공무원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지정하는 지정 납기가 있

다. 계약된 물품을 납품해야 할 납품 시기를 뜻

하며, 지시 납기와 판단 납기가 있다. 납품 시기

를 고려할 때에는 보급 시기, 저장 능력, 조달 행

정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납부 고지 | 納付告知 | 사업/계약관리

Notification

세입의 조사 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그의 세

입 과목,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등을 통

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납입고지는 민법상의 최고

(催告)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인 국가가 채

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함을 그 내용으로 한

다. 이 납입고지는 채무자의 주소, 성명, 세입 과

목,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기타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원칙으

로 하며, 이 문서를 납입고지서라 한다.

 

납지 | 納地 | 사업/계약관리

Place of Delivery

납품할 지역, 즉 구매 요구된 보급품을 납품시키

기 위한 계약서상의 장소이다. 이는 수요가 발생

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直納)하는 수요지 납

품 제도와 보급창 납품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계약

서 작성시 특약(特約)으로 명시된다.

 

납품 | 納品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of Goods

구매 요구된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하여 계약 업

자가 계약서상 명시된 검사 일시 및 장소에 해당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납품은 납품 대

상지에 따라 지역도(地域度), 부대도(部隊度), 공

장도(工場度) 등으로 구분한다.

 

납품 검사 | 納品檢査 | 사업/계약관리

Acceptance Trials

구매 요구시 계약 내용에 명시된 성능과 특성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중앙 조달인 

경우 기술 품질원, 부대조달인 경우 부대별 품질 

검사부서 또는 해당 지휘관이 임명한 검사관에 

의해 실시한다.

 

납품 실적 증명 | 納品實積證明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Performance Certificate

거래처로부터 납품실적이 있음을 증명받고자 하

는 경우에 사용되는 서식을 말한다.

 

납품 조서 | 納品調書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Record

군 검사관이 납품 검사를 하여 군이 요구 조건에 

합격한 물품을 업체에서 납지 부대에 납품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다. 기재된 내용에는 계약 

번호, 재고 번호, 납품 일자, 납품 장소, 품목, 수

량, 금액 등이며 수납 및 대금 정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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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 도료

한다.

 

납품 통지 | 納品通知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Notice

단위당 단가만을 약정된 단가 계약에 의거 역무

의 제공, 물품의 공급 등 계속적 급부를 요구하

는 행위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납품 수량, 납품 지

역,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하여 업체에 통보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 제재 요건이 

된다.

 

내구 소비재 | 耐久消費財 | 행정공통

Durable Consumer Goods /  Durable Consumption 

Goods

내구란 오랫동안 견딤을 뜻하며, 내구 소비재란 

자동차 부속품, 전기 제품 등과 같이 구입해서 

수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말한다.

 

내구 수명 | 耐久壽命 | 행정공통

Endurance Time /  Service Life

특정 물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열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 상태로 

회복할 수 없게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내구성 | 耐久性 | 사업/계약관리

Endurance

1. 유효수명의 척도로서 품목이 그의 계획된 사

용수명, 분해수리시점 또는 재생 시까지 고장 없

이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2. 규정된 사용 조건과 보관 조건에서 한계 상태

에 도달할 때까지 제품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또는 시스템을 운영할 때 시스템이 외부적

인 충격이나 내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견딜 

수 있는 능력. 여기서 스트레스란 시스템의 수명

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온도, 압력, 전압 

등)들을 말한다.

 

내구성 평가 | 耐久性評價 | 정책/제도

Endurance Evaluation

1. 체계, 구조물, 부품 등에 대해 기대되는 내구 

수명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 전자 부품을 반복적으

로 사용했을 때 기대되는 수명까지 견디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을 말한다.

 

내구성 한계 | 耐久性限界 | 사업/계약관리

Endurance Limit

응력을 그래프에 표시했을 때 응력이 계속 증가하

다가 일정한 응력값에 도달되는 응력을 말한다.

 

내국 신용장 | 內國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Local L/C

상품 수입 업자가 받은 원신용장(原信用狀, 

Original Credit, Prime Credit)을 근거로 그 

상품의 재고 업자에게 개설, 발행하는 신용장

(Local Credit, Domestic Credit)을 말한다. 

☞ 국내 신용장(國內信用狀)

 

내부 감사 | 內部監査 | 정책/제도

Internal Audit

감사를 받는 기관내부의 감사 직원에 의하여 행

해지는 것으로 자기감사라고도 한다. 또한 내부

감사는 주로 경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꾀하려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자료를 외부 감사

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하여진다.

 

내부 부대 비용 | 內部 附帶費用 | 

사업/계약관리

Inside Incidental Expense

외부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

용으로 재료보관비, 장내운반비 등을 말한다.

 

내산 시험 | 耐酸試驗 | 사업/계약관리

Acid Proof Test

각종 산(酸)의 작용에 대한 재료의 적응성 시험

을 말한다.

 

내열 도료 | 耐熱塗料 | 전력지원체계

Heat Resistance Paint

1. 고온 환경 하에서도 박리,  부풀음,  갈라짐,  

변색,  분해 등의 이상을 나타내지 않고 도막으

로서 미장효과를 유지하며 소재의 열화를 방지하

는 도료이다.

2.  100 ℃ 이상의 고온이 되는 물체에 칠하여 



146

내열 재료

내식(耐蝕)이나 미관 유지의 구실을 하는 도료. 

변색·균열·연화(軟化)·휘발·박리(剝離)등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거나 손상이 가벼운 도료를 

말한다.

 

내열 재료 | 耐熱材料 | 전력지원체계

Heating Proof Materials / Heating Resisting 

Materials

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것을 주요한 특성으로 하

는 재료이며, 특성은 천연물질 자체가 지니고 있

는 것도 있고, 합금과 같이 목적에 맞도록 인위

적으로 특성을 개선한 것도 있다. 또한 강도는 

고려치 않고 단지 고온 산화에만 견디는 것도 넓

은 의미로는 내열재라 한다.

 

내용 연수 | 耐用年數 | 사업/계약관리

Useful Life

1. 취득한 유형자산이 폐기될 때까지의 사용가능 

연수를 말한다.

2. 고정자산(건물, 장비, 설비 등)을 구입할 때부

터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

용가능햇수라고도 한다.

 

내용 전문가 | 內容 專門家 | 행정공통

Subject Matter Expert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실무자로 콘텐츠의 원천 

자료가 되는 ‘원고(原稿)’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

한다.

 

내용 증명 | 內容證明 | 사업/계약관리

Information Apove

내용증명은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

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

을 문서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증명은 등본의 형식을 통해 증명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

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

명하는 것을 말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 內藏型software | 

정책/제도

Embedded Software

일반적으로 보다 큰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

가 임의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특정 응용 시스템으로

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변경이 매우 어려운 

시스템을 관리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 內臟型software 分類體系 | 정책/제도

Embedded Software Classification System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시성과 가측성을 하

드웨어 수준으로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

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 획득 및 관리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단위기능에 식별코드

를 부여하여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신뢰성 확보 활동 

| 內臟型software 信賴性 確保活動 | 정책/제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결함을 최소화시키

기 위한 제반활동(신뢰성 확보계획 수립, 검증 

및 확인, 신뢰성 시험 등) 을 말한다.

 

내화 재료 | 耐火材料 | 전력지원체계

Fire Resisting Materials / Fire Proof Materials

고온에 견디어 낸다는 뜻에서 벽돌, 블록, 콘크

리트, 모래 등을 포함한 재료이다. 내화성을 가

진 재료로 화재 시 조직은 변하지 않고 소정의 

강도가 유지되며 타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 예를 

들면 내화벽돌, 내화점토, 내화모르타르 등이 있

다. 용도로는 도자기용, 석회, 시멘트소성, 유리

제조, 보일러의 가마, 전기로 등에 쓰인다.

 

냉난방 장치 | 冷煖房裝置 | 사업/계약관리

Heating and Cooling Devices

하나의 장치로 여름은 냉방, 겨울은 온방을 할 

수 있는 기기. 온방의 경우 외기를 냉각하여 그

것에 필요한 열량을 실내에 방열해 온방에 사용

할 수 있는 냉동기이다.

 

네트워크 | 네트워크 | 사업/계약관리

Network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단말기(컴퓨터 포

함)를 접속하기 위해 쓰여지는 기기 및 선로 등

으로 구성되는 전송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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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공수

 네트워크 준비 지수  | Networked 準備指數  | 

정책/제도

Networked Readiness Index 

세계 경제 포럼(WEF)이 국제적인 경영대학인 인

시아드(INSEAD)와 공동으로 개인과 정부, 기

업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국

가별로 평가한 지수. 국가별로 ICT의 제반 환

경과 개인·기업·정부의 각 분야별 ICT 발전

을 위한 준비와 활용 수준을 측정한다. 지표

는 시장 여건과 규제 같은 ICT를 위한 제반 환

경(Environment), ICT의 수혜를 누릴 수 있

는 준비도(Readiness), 최신 ICT의 실제 활용도

(Usage)인 3개 부문 총 68개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공유전략 

| Network中心Data共有戰略 | 사업/계약관리

Network Centric Data Strategy

GIG(Global Information Grid)내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양의 데이터/정보를 보다 

빠르고 안정되게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

기 위해 저장 용량 공유, 엔터프라이즈 저장 아

키텍처, 수요에 따른 저장용량, 저장 관리 기능 

등 엔터프라이즈 형태의 검색센터로 구축하는 전

략을 말한다.

 

네트워크 중심 전사적 서비스 

| Network中心全社的service | 사업/계약관리

Network Centric Enterprise Service

정보(데이터 및 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과 

정보를 가진 곳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및 의사결

정 향상 등을 지원하는 범세계적인 서비스이다.

 

네트워크 중심 전장환경 

| Network中心戰場環境 | 행정공통

Network Centric Operating Environment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 네트워크중심작전 달성

을 위한 기반환경 및 응용체계를 말한다.

 

네트워크 중심전 | network中心戰 | 행정공통

Network Centric Warfare

1.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든 전력을 연결

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쟁 방법. 전 작전 

요소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전

장 가시화를 달성하고 시스템 통합 체계를 이용

하여 신속한 지휘 결심과 효과적인 타격을 실시

함으로써 전력 승수 효과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전장 정보의 결합 및 공유를 통하여 전투력 상승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감지기, 교전 및 정보 격자망 이론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적시에 정확한 의사 결정(결

심)과 하달(지휘)이 가능하며 감지기와 무기체

계들을 연결하여 표적 식별 즉시 타격이 가능하

게 한다. ☞ NCW(Network Centric Warfare) 

2. 전투 공간에서 파악 가능한 모든 요소를 효과

적으로 연계하여 정보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이를 

전투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네트워

크 정보화를 군사 작전에 적용시킨 것이다. 네트

워크 중심전(NCW)은 정보 우월성에 의한 작전 

개념으로써 탐지기, 의사결정권자, 타격체를 모

두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켜 

전장 인식 공유, 지휘 속도 향상, 작전 템포 증

가, 치명성 증대, 생존성 및 자아 동시 통합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노드 | node | 행정공통

Node

데이터, 첩보, 그리고 지시가 발원되거나 이동을 

위해 처리되거나, 혹은 최종 도달하는 특정 네트

워크 상의 핵심 지점. 노드는 두 개 이상의 부대 

간에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통신 연결 지점, 

이를 통제하는 부대의 위치 또는 이에 필요한 인

원 및 장비가 집결된 장소이고 주요 노드는 교란 

또는 파괴함으로써 부대의 효과적인 전투 작전 

지휘, 통제 또는 수행 능력을 즉각 저하시킬 수 

있는 부대의 위치 혹은 통신의 실체이다.

 

노드 통제기 | node統制器 | 무기체계

Node Controller

노드 또는 연대급 이상 부대 교환기 쉘타 내에 

설치하여 해당 노드 및 부대 통신망을 관리하는 

컴퓨터 통신장비를 말한다. 

☞ NC(Node Controller)

 

노무 공수 | 勞務工數 | 사업/계약관리

Man Hour

통상 1인 1일의 업무라는 뜻으로서, 작업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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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능력을 표시, 공수의 개념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

는 가동시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인시(人時) 또

는 인공(人工)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작업시간 

(labor time man hour)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

한다. M/H는 작업자 1인이 1시간의 작업을 통하

여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혹은 생산능력)을 의

미한다.  예) 10명의 작업자가 1개월 (1일 8시간, 

25일 가동) 동안 작업을 한경우 총 노무공수는 

2,000 M/H  (=10x8x25)가 된다. 원가계산에 

있어서 직접노무비는 노무공수에 노무단가 (임

률)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무비 | 勞務費 | 사업/계약관리

Labor Cost

1.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소비되

는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라는 측정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2. 제조, 판매, 관리, 공사 등 경영 활동에 따라 

소비된 종업원의 인간 노동에 관한 대가이며, 그 

지급 형태에 따라 임금, 급료, 잡급으로 구분되

고, 급부 생산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로 구분되며, 임금 지급 형태로는 시간 임금, 성

과급 임금 등이 있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는 노무비를 직·간접노무비로 구

분하고 있고, 노무비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상

여금, 퇴직금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노봉 | 露蜂 | 무기체계

Nobong

노봉은 40㎜ 쌍열 함상용 함포로서 경량화 구

조 및 소형화된 형상을 구현하여 연안 경비정급

의 소형 함정 이상의 모든 함정에 탑재가 가능하

며 뛰어난 화력과 파괴력을 보유하여 각종 함정

의 대공/대미사일 방어, 대함/대공용 해안방어 

및 지상기지의 대공/대미사일 방어용으로 운용

할 수 있다.

 

노상 간격 | 路上間隔 | 행정공통

Road Interval

행군 부대 간의 거리로서 앞 종대의 후미로부터 

다음 종대의 선두까지의 거리. 행군 부대 간의 

노상 간격은 종대가 정지하고 있을 때보다 이동

하고 있을 때 더 중요한다. 그래서 노상 간격은 

거리보다 오히려 시간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기술

되는데 이것을 시간 간격이라고 한다.  예를 들

면 25km/h속도로 이동시 시 제대 간 6.3 km이

고 대열 간 2.1 km이다.

 

노상 검사 제도 | 路上檢査制度 | 행정공통

Road Inspection System

일종의 차량, 병기의 현지 검사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정비 불량 차량 운행을 단속하여 차량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비 사용자 및 부대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대 정비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사장을 통과하는 모든 군 차량을 검사하

는 것을 말한다. 단 5대 이상 호송 차량과 장군이 

승차한 차량 및 긴급을 요하는 차량(소방차, 구

급차, 전령차 및 작전상 긴급차)은 검사에서 제

외된다.

 

녹색 기술 | 綠色技術 | 정책/제도

Green Technology

온실 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 순환 및 

친 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

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

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 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 보안  | 綠色保安  | 정책/제도

Green Security 

정보보호를 통해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

안. 각종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여 에너지 및 자원을 절감하여 녹색성장을 구

현하는 개념이다. 세부방안으로는 DDoS 공격의 

신속 대응, 악성코드 제거, 저전력 암호 이용, 스

팸 감축,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다. 

 

녹색 성장  | 綠色成長  | 행정공통

Green Growth 

1.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가지 가치

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

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

생되는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 산업에서 미

래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

업과의 상호융합을 시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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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새로운 유망 사업

으로 풍력, 태양광, LED 녹색산업 등이 있다.  

2.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여 기후 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와 녹색 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녹색 컴퓨팅  | 綠色computing  | 

사업/계약관리

Green Computing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구현하는 컴퓨팅 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컴퓨터와 관련 주변기기 등을 저 전력 친환경 

제품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가상화 기술 및 클라

우드 컴퓨팅 시스템 등이 이 방법을 도입한 예라

고 할 수 있다. 

 

논리적 아키텍처 | 論理的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Logical Architecture

사용자 편의성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제공하

기 위한 아키텍처(활동과 기능이 포함된 프로세

스) 이다.

 

누적 전략 | 累積戰略 | 정책/제도

Cumulative Strategy

사소한 활동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마침내 

누적된 활동들의 총계가 중대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전략 개념으로 이는 개별적이며 자의적인 

활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누진세 | 累進稅 | 사업/계약관리

Progressive Tax

과세 표준에 대한 금액이나 수량이 증가함에 따

라 점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능동 방호 장치 | 能動防護裝置 | 무기체계

Active Protection System

대전차 미사일(ATGM: Anti-Tank Guided 

Missile), 대전차 로켓(ATR: Anti-Tank 

Rocket) 등의 접근하는 위협체를 탐지 추적하

여 스스로 방호하는 기술. 대응탄으로 이를 무

력화시키는 적극적인 대응 수단인 능동 파괴형

(Hard-kill)과 위협체를 탐지 추적하면서 이를 

교란하거나 연막 차장 후 안전한 곳으로 회피하

는 소극적 대응 수단인 유도 교란형(Softkill)으

로 구별된다. 능동 파괴형 및 유도 교란형 모두 

APS의 주요 분야로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

지만, 감지기와 대응 수단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

용하면 전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APS(Active Protection System)

 

능동 배열 안테나 | 能動配列 antenna | 

사업/계약관리

Active Array Antenna

능동 소자와 안테나를 결합한 배열 안테나. 능동 

배열 안테나는 수동 배열 안테나에서 생기는 안

테나의 성능을 개선하여 MMIC를 통하여 안테나

의 소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능동 소나 | 能動sonar | 무기체계

Active Operating Sonar / Active Sonar / Active 

Sonar Unit

음파를 송신하여 표적의 반향음을 수신함으로써 

저소음 표적을 측정하거나 특수한 상황(공격 단

계)에서 감지기를 사용해 표적의 방위, 거리 및 

표적 도플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의 음탐기

(sonar)를 말한다. 

☞ AOS(Active Operating Sonar)

 

능동 소나 탐지 | 能動sonar探知 | 무기체계

Active Sonar Detection

멀리 떨어진 수중 목표물에 음파를 발사한 후 반

사된 음파 신호를 수신하여 목표물에 관한 정보

를 입수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 能動位相配列radar | 

사업/계약관리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  Active 

Phased Array Radar

레이더 안테나에 배열된 소자(레이더 모듈)들

이 개별적인 반도체 증폭 및 위상 변위기를 갖

추고 있어 전파의 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위상 배열 레이더. 각 소자에서 독

자적으로 빔을 송출하고 편향할 수 있으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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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반사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기 때문

에, 각 소자에서 편향된 빔의 특성이 모두 다르

다.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AESAR: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 AESAR(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APAR(Active Phased Array Radar)

 

능동 위성 | 能動衛星 | 사업/계약관리

Active Satellite

탑재된 중계용 기기가 지구국에서 송신되어 오는 

전파를 수신하고 이것을 변복조 등의 신호 처리

를 하고 증폭하여 다시 지구상의 수신점에 보내

는 기능을 가진 통신 위성을 말한다.

 

능동 유기 발광 다이오드  

| 能動有機發光 Diode | 사업/계약관리

Active Mod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각 픽셀을 박막 트랜지스터(TFT)로 작동하게 하

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현재 상용화 중

인 유기 전기 발광 다이오드(OLED) 제품은 수

동형(PM) OLED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해상도와 패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PM 

OLED 방식은 한계에 부딪혀, AM OLED가 개

발되었다. AM OLED는 PM OLED보다 화질과 

소비 전력, 대형화 같은 데서 우수하지만 공정이 

복잡하여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다. 

 

능동 전파 방해 | 能動電波妨害 | 

사업/계약관리

Active Jamming

전자스펙트럼의 특정한 부분의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고의적인 전자파의 방사 

또는 재방사이다.

 

능동 호밍 유도 | 能動homing誘導 | 무기체계

Active Homing Guidance

유도탄에서 전자기파를 발사하고 표적에서 반사

된 파를 수신하여 유도탄과 표적의 상대적 위치

를 산출, 표적을 공격하는 유도 방법을 말한다. 

☞ AHG(Active Homing Guidance)

 능동형 레이더 | 能動型radar | 사업/계약관리

Active Radar

자체의 송신기를 갖고 신호를 송신한 후 표적에

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수신하여 표적 정보를 

추출하는 형태의 레이더. 반대의 의미로 자체 송

신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타 송신 신호로부터 산

란 신호를 수신하여 표적 정보를 얻는 레이더를 

수동형 레이더(Passive Radar)라 칭한다.

 

능력 | 能力 | 행정공통

Capability

부여된 조건과 표준에서, 전투발전요소 전영역

에 걸쳐 수단과 방법의 조합을 통해, 특정 방책

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요망효

과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으로 효과, 표준, 조건, 

수단, 방법 및 과업 등 5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능력 개발 요구서 | 能力開發要求書 | 정책/제도

Ability Development Request

통상 획기적인 획득 전략을 사용할 때, 제안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 이는 군사적으로 유용하고 군수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과학 기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발달된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여주

는 자료이다.

 

능력 계발 교육 | 能力啓發敎育 | 행정공통

Skills Development Training

개인의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국내 야간대

학(원) 학위과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

한다.

 

능력 생산 요구서 | 能力生産要求書 | 정책/제도

Ability Production Request

획득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특정 요소에 대한 생

산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 能力成熟度模型結合 | 

정책/제도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조직에서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무절차들을 

체계화하는 일을 말하며 역량 성숙도 모형 결합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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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관절 로봇 | 多關節 Robot | 사업/계약관리

Articulated Robot 

사람의 어깨, 팔, 팔꿈치, 손목의 관절을 본떠서 

만든 로봇. 작업 동작이 3종류 이상이고 3개 이

상의 회전 운동 기구를 결합시켜 사람이 하는 움

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 행동이 빠르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며 동작 범위도 넓어서 공장 

생산 라인의 조립 작업이나 도장(塗裝)·용접 등

에 사용한다. 

 

다기능 레이더 | 多機能radar | 사업/계약관리

Multi-function Radar

단일 기능의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의 기능

을 동시에 보유하여 탐지 및 추적, 미사일 유도, 

피아식별, 영역 탐지, 요격 확인 등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는 한 개의 

송신관을 이용한 수동형 다기능 레이더에서 여러 

개의 반도체 송수신기를 이용한 능동형 다기능 

레이더로 발전하고 있다. 

☞ MR(Multifunction Radar)

 

다기능 비화 단말기 | 多機能秘話端末機 | 

무기체계

Digital Security Multi-role Terminal

전술 통신 체계에 접속되어 고정 및 이동 가입자 

상호 간에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며 패킷 

국부선의 데이터 전송 장비로 운용되고 비화 모

듈을 내장한 다기능 단말기를 말한다. 

☞ DSMT(Digital Security Multi-role 

Terminal)

 

다기능 정보 분배 체계 | 多機能情報分配體系 | 

무기체계

Mult i - func t ion  In format ion  Dis t r ibu t ion 

System(NATO)

기존 합동 전술 정보 분배 체계(JTIDS)를 발전시

킨 제 3세대 Link-16 통신 장비에 대한 NATO 

명칭. 기존 JTIDS의 크기를 줄이고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절반 정도의 크기와 비용으로 비슷

한 성능을 가지도록 미해군의 주도 아래 개발되

었다. ☞ MIDS(Multifunction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다기능 지휘콘솔 | 多機能指揮console | 

무기체계

Multi-function Command Console

다양한 감지기 연동과 고속 정보 처리 능력을 가

지고 있으며 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시/통

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용자 요구 및 운용성

에 따라 지휘 통제용 콘솔, 무장 통제용 콘솔, 전

시 제어용 콘솔로 활용될 수 있다.

 

다기능 통합 정비 | 多機能統合整備 | 

행정공통

Integrated Multi-function Maintenance

근접 정비 지원반의 기능(화력, 기동, 특수 무기, 

항공 선박, 일반 장비, 의무)을 필요시, 수개의 

통합 기능으로 편성하여 피지원부대를 효율적으

로 지원하기 위한 정비 시스템이다.

 

다단계 보급 제도 | 多段階補給制度 | 

전력지원체계

Multi-level Supply System

사용자 부대에서 청구해서 수령할 때까지 보급 

체계가 다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경

우 물자(서비스), 정보, 야전 자금의 흐름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재고 및 사용자 대기시간의 과다

와 불확실성이 발생하게 되어 군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 多帶域多機能無電機 | 

무기체계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Software

소프트웨어 중심의 새로운 개념 무전기이며, 기

존의 Hardware 중심 무전기가 각 주파수별로 

기능별로 각각 별도의 무전기가 필요한 반면, 다

대역 다기능 무전기는 하나의 무전기로 여러 주

파수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무전기로 운용

이 가능하다. ☞ TMMR(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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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련장 로켓(MRLS)

다련장 로켓(MRLS) | 多連裝Rocket | 

무기체계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로써 통상 차량에 탑재하여 자주

화되어 있다. 이 발사기는 동시에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술로켓 무기로써 

광역지역의 동시제압, 대포병사격, 살포지뢰의 

투하 등에 적합한다. 다수의 로켓발사관을 상자

형인 발사기에 나란히 수납한 것으로 통상 차량

에 탑재하거나 혹은 견인하여 기동성을 가진다.

 

다련장(HIMARS) | 多連裝 | 무기체계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227mm 사거리연장탄과 ATACM을 발사 가능하

며, 경량으로 신속 기동하고, 미 수송기에 적재/

장거리 전개 가능토록 개발한 체계이다.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 多目的精密誘導擴散彈 | 무기체계

Cluster bomb Performance

정밀유도확산탄은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

으로 세가지 모델이 있으며(CBU-103/ 104/ 

105)실제 길이는 대략 234cm, 직경 40cm, 무

게는 420KG, 모탄에 내장된 자탄(blu-108/b)

은 10발로 각 자탄에서 다시 분화되어 발사되

는  탄두는 철갑탄이다. 각 탄마다 GPS/INS 유

도장치와 열감지기를 내장하여 폭격의 정밀도

를 매우 높였으며,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모탄으

로 최대 40대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한다. 

CBU-105 모델은 한발 당 가격이 대략 20만 달

러이고, 투하직전 항공기에서 폭발테이터를 입력

하는 장치는 약 2만 달러임. 확산탄 한 발에 소

위 클러스터 폭탄이라고 불리는 대전차 확산탄 

BLU-108이 여러발이 들어 있어서 단번에 여러 

대의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多數供給者契約制度 | 사업/계약관리

Multiple Award Schedule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구

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

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

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

약상대자로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

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수인 관련 민원 | 多數人關聯民願 | 

행정공통

5세대 이상의 공동 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일컫는다.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 多者間輸出統制體制 | 정책/제도

Wassenaar Arrangement

코콤(COCOM)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가 분쟁

다발지역이나 테러지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무기류 및 무기제조에 사용

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

해 설립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 바세나르 협정

(Wassenaar Arrangement)을 말한다.

 

다중 빔 안테나 | 多重beamantenna | 

사업/계약관리

Multi-beam Antenna

안테나의 복사면을 움직이지 않고 다중 급전단을 

사용하여 다수의 주 빔을 생성시킬 수 있는 안테

나. 이때 각 입력 급전단과 각 주 빔은 1:1의 관

계에 있으며, 주 빔이 지시하는 특정 방향으로 

특성화된다.

 

다중 선 접속기 | 多重線接續器 | 

사업/계약관리

Multi Line Adapter

컴퓨터에서 모뎀으로 연결된 다중선으로 어댑

터에 각기 모뎀을 갖는 데이터 단말 장치(Data 

Terminal Equipment: DTE)를 이용하여 회선

을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 MLA(Multi- Line Adapter)

 

다중 송수신기 | 多重送受信機 | 

사업/계약관리

Communication Multiplexer

자료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일종.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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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입찰

화 체제에서는 컴퓨터와 외부 통신 장비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여러 개의 파일 어댑터

와 함께 사용된다.

 

다중 집선기 | 多重集線機 | 무기체계

Remote Subscriber Concentrator

노드 또는 부대 교환기로부터 이격된 독립 대대

급 부대 또는 소규모 밀집 지역에 유·무선으로 

이격 설치하여 운용하는 소형 전자식 회선 집중

기를 말한다. 

☞ RSC(Remote Subscriber Concentrator)

 

다중 채널 무선 통신 | 多重channel無線通信 | 

무기체계

Multichannel Radio Communication

초단파(VHF)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전기

와 반송 장비 등을 사용하여 다중 통신 회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서 부대 간에 신속하게 많은 

회선을 제공할 수가 있으며, 중계 통신소를 설치 

운용하여 통신 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다중 채널 무선 통신은 지형의 장애를 받고 적에 

의한 도청과 전자 방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무선 

통신에 준하여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중 채널 통신 | 多重channel通信 | 무기체계

Multichannel Communication

다수의 통신 회선을 지점마다 적절한 다중 통

신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한 후 전송로는 단일 선

로를 구성 운용하는 방식. 송신 시에 여러 회선

의 정보 신호를 받아 각 회선의 정보 내용을 모

두 포함하여 하나의 신호로 변환하는 다중화

(Multiplexing) 기능과 수신 시에 그 하나의 신

호를 받아 원래 형태의 각 회선별 정보 신호로 

변환하는 역 다중화(Demultiplexing) 기능을 갖

고 있다.

 

다중화 간선 | 多重化幹線 | 무기체계

Multiplexed Trunk

교환기와 교환기를 연결하는 물리적 중계 회선을 

다수의 논리적인 채널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 

전술 통신 체계에서는 간선 분배 장치 간에 사용

되는 통합 다중화 간선, 회선 교환기 간에 사용

되는 회선 다중화 간선, 회선 교환기와 패킷 교

환기 간에 사용되는 그룹 간선, 패킷 교환기와 

다중 집선기, 이동 무선 결합기 간에 사용되는 

다중 국부선이 있다.

 

단가 | 單價 | 사업/계약관리

Unit Price

품목의 가격, 보급품의 불출단위당 가격을 말한

다. 군의 회계처리상에 있어서 보급품에 대한 재

고기록계정에서는 시가주의를 적용하여 최근조

달단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방관리회계제도와 

보급의 소분배 계통에서는 평균가격주의의 일종

인 표준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단가 계약 | 單價契約 | 사업/계약관리

Unit Price Contract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동종의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단위당의 가격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이와 

같은 단가 계약은 대개의 경우 동일한 품종이나 

규격의 물품 매입 혹은 동일 사양을 기준할 경우

와 일정 기간 특히 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

여질 때에 취하여지는 계약의 형태이며 총액 계

약에 대립하는 용어로서 예회 법령상 총액 계약

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 계약은 예외적

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가 구분 부호 | 單價區分符號 | 사업/계약관리

Price Indicator Code

단가의 출처 또는 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한 품목 

단가의 근거를 구분하는 부호로서 품목 기본철

에 1자리의 문자를 표시한다. 예를 들면 S는 종

합 기본 자료철(AMDF) 상의 표준 단가, A는 관

리자 고정 단가, E는 AMDF상의 추산 단가, C는 

보급원 현황 단가, K는 국내 조달 단가를 달러로 

환산한 단가, Φ는 수입증단가(국내외 적용), 공

란은 단가 식별 불가 품목으로 관리자 추산 단가

이다.

 

단가 입찰 | 單價入札 | 사업/계약관리

Unit Price Bid

계약의 목적인 물건의 급부에 한하여 그 단위당

의 가격을 정하고 입찰에 부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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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표시부호

단가 표시부호 | 單價標示符號 | 

사업/계약관리

Unit Price Sign of Indication

품목 단가의 화폐단위를 말한다.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 短距離地對空誘導武器 | 무기체계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

일로 정식 명칭은 ‘K-SAM1 저고도 지대공 미

사일’이고 통상명칭은 천마이다. 고도 5㎞ 이내

의 저고도 대공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

술로 장갑궤도차량에 유도탄 레이더 사격통제장

치를 장착한 장비이다. 유도탄 8발(좌우 4발씩)

과 탐지거리 20㎞, 추적거리 16㎞의 고성능 레

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주·야간 전천후 사격이 

가능하고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 적합하다.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을 기초로 국산화된 지대

공 미사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13개 방산업체

가 공동 참여해 1987년에 개발 착수, 1997년 10

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1999년 말 시제품 6대

를 야전 배치했으며 2011년 12월에 배치가 완료

되었다. 원래 200기를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비

용문제 등으로 인해 양산대수를 조정하여 2011

년 말까지 100여 기가 생산되었으며 2012년부터 

생산이 종료되었다.

 

단계별 진화적 작전 운용 성능  

| 段階別 進化的 作戰運用性能 | 정책/제도

국방과학기술수준 및 무기체계 운용환경을 고려

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작전운용성능(ROC)에 대

한 기준을 설정한다.

 

단기계약 | 短期契約 | 사업/계약관리

Short-term Contract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계약방식 즉,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하에서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행이 완료되는 통상적인 계

약방식을 말한다.

 

단기계약 및 장기계약  

| 短期契約 및 長期契約 | 사업/계약관리

Particular Contract & Long-Term Contract

단기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이

며, 장기계약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

치는 계약을 말한다.

 

단독 계약 | 單獨契約 | 사업/계약관리

Particular Contract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라 계약이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경우를 단독 계약이

라 한다.

 

단독 공급원 | 單獨供給源 | 사업/계약관리

Single Source of Supply

설계 기술 및 권한이 계약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에 있는 order-made 품목으로 해당 공급원에 

문제 발생시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조항 | 但書條項 | 정책/제도

Provision of Clue

법률 조문이나 문서 따위에서, 본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따위를 나타내는 조항

을 말한다.

 

단순 직접 경비 | 單純直接經費 | 

사업/계약관리

Simple Direct Cost

방산물자의 생산에 직접 관련되나 계속성이 적

은 비용으로서 설계비, 공사비, 기술료, 기술 개

발비, 특허권 사용료, 시험 검사비 및 외주 가공

비 등을 말한다. 다만, 방산물자의 특성에 따라 

간접 경비를 단순 직접 경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품 원가 계산시 간접 가공률에 

의한 간접 원가 계산을 함에 있어서도 직접 가공

비(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와 구분하여 이를 

배제한다.

 

단순 품목 | 單純品目 | 전력지원체계

Simple Item

검수관의 육안 식별만으로도 검수가 가능한 외형 

및 형상이 단순한 품목으로 성능검사가 불필요하

며 장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단순 품질 보증형 | 單純品質保證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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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품목

전력지원체계

공인된 우수 품질 표시품, 대량 자동화 전문 생

산품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국방 기

술 품질원이 품질 보증 입증 서류에 의하여 확인

하는 품목이다.

 

단시간 근로자 | 短時間勤勞者 | 정책/제도

Part-Time Worker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40시간 보다 짧은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중에 4주 평균하

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된 자는 “초단시간근로자”라 한다. 

<개정 2011.05.13.>

 

단위 과제 | 單位課題 | 행정공통

Unit Task

행정기관이 늘 수행하는 업무를 기능에 따라 분

류하여 관리하기 위한 최하위 단위를 말한다.

 

단위 기초 공수 | 單位基礎工數 | 

사업/계약관리

평균적인 난이도를 가지는 작업환경에서 각 작업

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수를 말한다.

 

단위 부대 | 單位部隊 | 행정공통

Unit Organization

편성 및 장비표와 분배표에 의거 편성된 편성 부

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대로서 편성 부대의 재

산을 관리하고 개인 지급 품목을 분배받아 개인

에게 지급하는 군수품 관리상의 최소 부대를 말

하며, 보병 소총 중대, 포대, 참모부 또는 처, 부 

단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위 부대 식별부호 | 單位部隊識別符號 | 

전력지원체계

Unit Marking

부대표지라고도 하며, 이는 특정 부대로 송달될 

보급품 혹은 장비를 구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이

동 명령에 부여하는 문자 뒤에 붙이는 적하번호

이다.

단위 소요량 | 單位所要量 | 행정공통

Unit Quantity of Demand

부품 단위소요량과 제품 단위당(대당) 소요되는 

량을 곱한 값으로서 제품 단위당 소요되는 동일

부품의 전체량을 말한다.

 

단위 소요량 증명서 발급  

| 單位所要量證明書 | 정책/제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산물자 및 수출용 방산물자

(절충교역 포함) 또는 외주정비 물자의 제품 단

위당 실제 소요되는 자재의 양을 확인하여 증명

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위 소프트웨어 | 單位Software | 

사업/계약관리

Unit Software

소프트웨어 구성품(CSC) 설계단계에서 구체화되

는 구성요소로서 분리되어 시험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단위 장비 | 單位裝備 | 전력지원체계

Unit Equipment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불출하도록 할당표에 인가

되어 있는 용기와 그 내용품, 즉 세트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전투화 수리기구 세트, 내과 및 외과 

기재 세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위 체계 아키텍처 | 單位體係아키텍처 | 

정책/제도

Unit System Architecture

독립적 또는 상호운용이 요구되는 단위체계의 아

키텍처 (군의 전력지원체계 / 무기체계 별 아키

텍처를 지칭)를 말한다.

 

단위 품목 | 單位品目 | 행정공통

Unit Item

특정한 물품 및 그 물품에 대한 수량 등을 명확

하게 식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 반영된 청

구서상의 개별 품목을 말하며 청구서나 발송 명

령서상에 저장 번호 및 명칭별로 표시된 각 품목

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말한

다. 이 번호는 청구서나 발송 명령서상 그 품목

의 상관적(相關的) 위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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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공급원

단일 공급원 | 單一供給源 | 사업/계약관리

Single Source of Supply

동등한 사양의 제품을 복수개 이상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나 평가를 통해 또는 타 목적에 

의해 특정업체 제품을 선택한 경우(해당 공급원 

문제발생시 타 공급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단일 단계 보급제도 | 單一段階補給制度 | 

행정공통

Single Stage Dissemination System

중앙 자산 관리를 통해 군수사에서 재고 통제를 

하여 편성 부대에서 군수사로 청구를 하면 편성 

부대에서 최근접한 시설 부대의 재고 유무를 파

악하여 재고가 있는 시설에서 편성 부대에 불출

하게 되는 체계를 말한다.

 

단일 재고 기금 | 單一在庫基金 | 행정공통

Single Stock Fund

단일재고기금은 미 육군의 현존하고 있는 재고관

련 재정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 중

인 기금방식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단일 신용절

차로 통합된 소요결정과 실행절차로의 움직임, 

그리고 국가 정비운영으로의 움직임이다. 관련도

구의 절차와 소통할 수 있는 절차를 단일재고기

금의 규칙은 제공해 준다.

 

단일 채널 무선 통신 | 單一channel無線通信 | 

무기체계

Single Channel Radio Communication

전투 부대에서 단일 채널 무선 통신은 일반적으

로 소형 경량화의 휴대용 무선 장비와 차량용 무

선 장비로 운용되며, 고도의 기동성으로 신속한 

통신망 구성과 이동 중에도 지속적인 통신 지원

을 제공한다.

 

단체 표준 | 團體標準 | 정책/제도

Organization Standard

단체 표준은 생산자 모임인 협회·조합·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 업체 와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

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단체 표준이 

활성화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생산이 가능

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생산

성 향상, 유통 체제 확립 등의 효과도 있다.

 

달성 가용도 | 達成可用度 | 행정공통

Achieved Availability

이상적인 자연환경에서 규정된 조건대로 사용하

는 경우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달성가용도는 예방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가용도

와 다르다.

 

담보 | 擔保 | 사업/계약관리

Custody / Security

통상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뜻

하나 제공하는 물건이나 증권, 넓은 의미로는 장

래 타인에게 주게 될 불이익 보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담합 의혹 | 談合疑惑 | 사업/계약관리

Suspected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

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했다고 

의심되는 마음을 말한다.

 

담합 행위 | 談合行爲 | 사업/계약관리

Mutual Consent

담합이란 서로 의논함을 뜻하며, 계약 관리에서 

담합 행위란 입찰자끼리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 가격을 협정하는 행위이다.

 

닷컴 기업 | Dot-com 企業 | 사업/계약관리

Dot-com enterprise 

인터넷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에서 사업을 하는 기

업. 아마존, 야후, 소프트뱅크, 다음, 네이버처럼 

공장 설비를 갖추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기업을 말한다. 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

는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Com’이 있어 생긴 

말이다. 

 

당해 연도 계획 물량 | 當該 年度 計劃 物量 | 

정책/제도

당해 연도에 조달하기 위하여 예산 각목명세서 

및 중기계획 등 공식계획문서에 당해 연도의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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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청구서

득 목표물량과 예산이 반영된 품목 및 물량을 말

한다.

 

대 비정규전 | 對非正規戰 | 행정공통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책임 지역 

내에서 군사 활동 및 비군사 활동을 포함한 적

의 비정규전을 예방, 저지, 격멸 및 소탕을 목적

으로 수행되는 제반 작전. 대침투 작전 및 대유

격 작전, 심리전 및 정보 활동, 주민 및 지역의 

경계와 통제 그리고 대민 지원 활동 등이 포함된

다. 이는 군관민의 통합된 노력에 토대를 두고 

수행한다. ☞ CUW(Counter Unconventional 

Warfare), 대 게릴라전(對 Guerrilla 戰)

 

대 태업 | 對怠業 | 행정공통

Counter Sabotage

어떤 국가의 방위력 또는 전쟁 잠재력을 방해하

거나 좌절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으로 그 국가의 정상적인 모든 기능을 고의적, 

계획적으로 파괴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정보 활동을 말한다.

 

대 테러 | 對terror | 행정공통

Counterterrorism

테러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저지 활동을 

하거나 테러 사건 발생 이후 취해지는 대응 활동

의 체계적인 수단 및 방법을 말한다. 대테러는 

주로 정부 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 테러 활동’이라 하며, 군사적으로

는 ‘대 테러 작전’이라 한다. 또한 Combatting 

Terrorism에는 방어적 의미인 Anti Terrorism

과 공세적 의미인 Counter Terrorism이 포함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大·中小企業協力財團 | 정책/제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 분위기

를 구축, 공정사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2004년에 설립된 재단을 말한다.

 

대가 지급 | 代價支給 | 사업/계약관리

Payment,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1. 정부 계약은 계약 상대자가 공사의 준공, 물

품의 납품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다. 대가 지급에는 부분적인 완성에 대해 지급

하는, 즉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지급

(부분급)이 있으며, 계약 전체의 이행에 따른 지

급(완성불),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원활

한 이행을 위한 경비로서 계약의 이행 전에 미

리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금급이 있다.  

2. 대체료, 은행이 수취 또는 지급할 때 원화를 

대가로 하지 않고 외국환으로 직접 대체하는 경

우에 징수하는 취급수수료를 말한다.

 

대금 결제 방식 | 代金決濟方式 | 

사업/계약관리

Price Settlement  Means

수입자가 선하 증권을 받기 위해 수출자에게 수

입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송금 방식

과 추심 방식(지급 인도 방식, 인수 인도 방식)으

로 나누어 진다.

 

대금 지급 조건 | 代金支給條件 | 

사업/계약관리

Type Of Assistance Code

장비 및 물자의 인도시기를 고려하여 FMS로 구

매하는 장비 및 물자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말한다.

 

대금 지급 청구서 | 代金支給請求書 | 

사업/계약관리

Payment Bill

공급자와 구매자 간에 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었

을 때 구매자는 자신이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

금을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

다.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물품 구매에 대

한 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대금지급청구서이다. 

대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물품

의 종류와 가격, 수량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며 

대금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대금지

급청구서를 구매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잘못 기

재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수령 받은 구매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물품의 대금을 지불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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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불 일정

한다.

 

대금 지불 일정 | 代金支拂日程 | 

사업/계약관리

Payment Schedule

구매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시기와 금액에 대한 

리스트. 대금지불계획은 LOA에 추가되어 구매

국에 제공된다. LOA 수락 후, 일반적으로 대금

지불계획은 구매국에 대금청구를 위한 근거로 사

용된다. FMS 케이스의 추정원가에 변화가 있으

면 관련된 대금지불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

 

대금 지불 청구서 | 代金支拂請求書 | 

사업/계약관리

Billing Statement

FMS로 구매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자금 거래 

현황을 계정하는 회계 처리 문서이며, 미 국방 

재무회계 본부에서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구매국

에 발송하는 소요 대금 청구서를 말한다.

 

대기성 자금 | 待期性 資金 | 사업/계약관리

Reserved Fund

FMS 초입금 및 분기별 물자대금으로 송금한 자

금 중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보유중인 자금으로 

FMS 계약이행보증금 및 향후 6개월간의 운영자

금으로 활용되는 자금(일명 “지불대기자금”이라 

함)을 말한다.

 

대당 장착 수량 | 臺當裝着數量 | 

전력지원체계

Quantity Per Application

장비에 장착되는 특정 품목의 총수량을 말한다.

 

대량 보복 전략 | 大量報復戰略 | 행정공통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어떠한 형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응징 수단

으로써 강력한 전략 열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전략. 즉 최소의 도발에 대해서도 최고, 최대 수

준의 응징 보복을 단행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대량 살상 무기 | 大量殺傷武器 | 정책/제도

Weapons Of Mass Desctruction

핵, 화학, 생물학 무기 등과 같이 대규모 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에 대한 총칭이다. 

☞ WMD(Weapons Of Mass Desctruction), 대

량 살륙 무기(大量殺戮武器), 대량 학살 무기(大

量虐殺武器)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 

大量殺傷武器擴散防止 | 정책/제도

Counterproliferation

불량국이나 적대국의 확산된 무기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는 미국의 전략.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반확산국을 설치하면서 채택된 미국의 새로

운 전략 개념으로, 2001년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공

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

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MD:Missile Defense)와 함께 미국

의 대표적인 국방 전략이다. 미국은 이 전략 개

념을 채택하기 전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nonproliferation) 정책을 고수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나 적대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기술이전을 통제하거

나 보유한 국가들에 대해 경제적인 외교 제재를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확산 정책은 비확산 

정책과는 달리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사용할 경우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함은 물

론, 필요한 경우 선제공격까지 감행해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 

반확산 정책은 군사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의 

국방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

를 위해 2002년 국방비를 2001년보다 16%나 늘

어난 3,400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한국과 북한

도 핵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통제하

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량 생산 | 大量生産 | 사업/계약관리

Mass Manufacturing

규격이 같은 물품을 기계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 유류 저장시설 | 大量油類貯藏施設 | 

전력지원체계

Bulk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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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유류를 3,500갤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시

설을 말한다.

 

대리 전쟁 | 代理戰爭 | 행정공통

Proxy War

한 국가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그의 우방국 

또는 기타의 국가로 하여금 대신하여 타 진영이

나 기타의 국가와 싸우게 하는 전쟁을 말한다.

 

대리 출납 공무원 | 代理出納公務員 | 

사업/계약관리

Delegated Class Agent Officer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출납 공

무원이 부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미 임

명된 출납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

원을 말한다.

 

대리인 | 代理人 | 사업/계약관리

Agent

1.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2.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해 질의를 처

리하고 응답을 보내주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M&S에서 모델 및 체계 내의 객체가 부여된 상황

에 따라 의도를 이해하고 자립적으로 판단/행동

하는 기능이다.

 

대면 설명 | 對面說明 | 정책/제도

Face Explain

국회의원의 질문이나 자료요구 및 기타 업무추진 

상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실무설명이 필요하거

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서면답변 또는 

서면자료 제출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원에

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 변제 | 代物辨濟 | 사업/계약관리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

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

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 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

제하면 현금에 갈음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

가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민법상 대물 변제에 해

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 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

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

물 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

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대민 군사지원 | 對民軍事支援 | 정책/제도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해당 민간 당국의 요청에 응하거나 또는 대통령

의 지시에 의해 주민의 질서 유지와 복지 보존을 

조력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모든 군사 활동. 이

러한 활동은 통상 재난, 폭동 혹은 기능 발휘를 

위협하는 상태 등과 같은 국내 위기 하에 실시하

게 된다. 

 

대부료 | 貸付料 | 사업/계약관리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대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 지불하는 것으로서 물품자산의 실제금

액에 대한 연간 100분의 6을 산정한다.

 

대상 업체 | 對象業體 | 사업/계약관리

Subject Company

군수품의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업체(연구기관을 포함한

다) 중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후보로 선정된 협상

대상업체를 말한다.

 

대안 분석 | 代案分析 | 사업/계약관리

Analysis of Alternatives

대안 시스템 개념이 임무를 만족하는데 대한 운

용효과성 및 운용적합성, 예상되는 비용 및 위험 

등에 대한 평가이다. 이 활동은 발생가능한 주요 

가정 및 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하는 활동이다.

 

대안 선정기준 | 代案 選定基準 | 

사업/계약관리

할당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여러 설계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대여 | 貸與 | 사업/계약관리

Lease

소유권의 변경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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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확산

간 빌려쓰는 행위이다. 군에서는 군 자산을 일정

한 시기에 반환한다는 약속 아래 군 이외의 부대 

또는 대외 기관에 상용을 허락하는 행위로 일정 

기간 지원을 통해 홍보·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

용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讓渡)와 구분된다.

 

대역 확산 | 帶域擴散 | 사업/계약관리

Spread Spectrum

특정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대

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폭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기법. 이 대역 확산 기술은 잡음의 영

향이 적고 적의 전파 방해 시도가 있어도 전파 

간섭에 의한 통신 장애 없이 수신 가능하고, 적

이 신호를 검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 보호 측

면에서 유리하다. ☞ SS(Spread Spectrum), 스

프레드 스펙트럼(Spread Spectrum), 확산 스펙

트럼(擴散spectrum)

 

대역폭 | 帶域幅 | 사업/계약관리

Bandwidth / Frequency Bandwidth

수신기 또는 증폭기에 있어서 수신 또는 증폭되

는 대역의 폭. 대역(帶域)이란 상한 주파수와 하

한 주파수 차이를 말하고, 송신기에서는 점유 주

파수대 폭을 말하며, 대역 필터에서는 통상 주파

수 범위를 말한다. 대역폭은 동조 회로, 변조된 

무선 신호, 서보 장치 또는 무선 방송국의 채널 

선정에 이용된다.

 

대외 군사 건설 판매 | 對外軍事建設販賣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Construction Sales

미정부와 외국국가 간 체결된 공식적인 협약으로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하여 승인되는 미국 안보지

원의 한 형태. 해당 국가에 설계 및 건설용역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인 판매협정과 절

차는 일반적으로 FMS와 유사하다.

 

대외 군사 대출 | 對外軍事貸出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Loan

FMF 대출 자금은 미 정부와 대출자가 상호 대

출협정을 체결하였을 때 가용하며, 일반적인 대

출반환 기간은 12년이며(7년 원금) 이자율은 재

무부가 결정한다. 구매국은 반년 단위로 원금 및 

이자를 지불한다.

 

대외 군사 원조 | 對外軍事援助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Originator

FMF Grants 자금은 국가수준별 자금조달의 겨

우 이용가능하다. 특정 국가의 직접 상업구매를 

위하여 FMF Grant 자금의 사용승인이 이루어

졌다면, 자금을 활용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수반되는 grant 협정을 하여야 한다. 만

일, 직접 상업구매를 위하여 FMF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협정은 필요가 없다. 이 경우, 

DFAS-IN는 대금청구절차에 따라 FMF로 재정

지원 되는 LOA를 위한 소요자금 지출을 일방적

으로 할 수 있다.

 

대외 군사 판매 | 對外軍事販賣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것을 말하며, 

대외군사판매(FMS)를 포함한다.

 

대외 군사 판매 기획지침  

| 對外軍事販賣企劃指針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Planning Directive

LOA상에 있는 가격이 포함된 원가요소들의 확

인을 제공하는 작업서. 이것은 LOA의 이행을 위

한 시간대별 계획을 제공하고, 조달/예산지출/자

금을 확인한다.

 

대외 군사 판매 수송비  

| 對外軍事販賣輸送費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Transportation Cost

FMS 물자의 수송은 통상 자국의 수송 회사가 담

당하나 위험 물자의 경우 안보 수송 체계(DTS: 

Defense Trasportation System)에 의해 수송

되며, 물자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적용되

는데 행정비에 포함되어 지불한다.

 

대외 군사 판매 자산 사용비  

| 對外軍事販賣資産使用費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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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지원법

Foreign Military Sales Asset Use Charge

자산 사용비는 대외 군사 판매 물자 구매와 관련

하여 수반되는 미 정부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

른 비용으로서 통상 물자 대금의 1%가 소요된다.

 

대외 군사 판매 케이스 | 對外軍事販賣--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Case

외국에 의해 승인된 미 정부의 LOA를 말한다.

 

대외 군사 판매 포장 결박 및 취급비  

| 對外軍事販賣包裝結縛--取扱費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Packing Crating And 

Handling

FMS 물자 가격을 기준으로 50,000$ 이하는 

3.5%, 50,000$ 이상은 1.0%를 부여하는데 이는 

행정비 내에 포함되어 있다.

 

대외 군사 판매 행정비  

| 對外軍事販賣行政費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Administrative Charge

FMS 물자 가격의 3.5% 수준에 행정비를 오퍼 

발행시 포함하며, 여기에는 표장 결박 및 취급

비, 수송비, 순수 행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대외 군사 판매법 | 對外軍事販賣法 | 정책/제도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1968년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

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

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

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

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

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대외 무역법 | 對外貿易法 | 정책/제도

Foreign Trade Act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 조사 방

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87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대외무역법

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과 수출조합법을 포용하

고 있다. 이 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조사

를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사신청자격)은 

해당 수입상품의 국내 생산업체로서 업체수 또는 

생산량의 국내비중이 30% 이상인 생산자, 해당 

수입상품의 생산자들로 구성된 협회나 조합 등 

생산자 단체, 해당 산업의 산업별 노동조합 등으

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 여부 조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상공부장관)는 상공부와 해당 제품 소

관부처 공무원,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직원

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어 신청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필요시 180일 연장가능)에 조사

를 종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단이 조사하는 

내용은 수입 증가의 정도, 수입증가요인, 국내산

업이 피해를 입은 정도(발전이 저해되는 정도),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현황과 전망,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이다.

 

대외 원조법 | 對外援助法 | 정책/제도

Foreign Assistance Act

현행 미국의 외국 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

입 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 축소 정책으

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 정책에 입

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

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 안전보장

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 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 정책으로 재전환

되었고, 이 법의 제정 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

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 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 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

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 원조, 차관 및 

현금 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 유지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

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 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 계획(IMET) 등이 해외 

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 원조 계획인 것이

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 지원 계획

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대외 지원법 | 對外支援法 | 사업/계약관리

Foreign Assistance Act

미 정부에 의한 대외지원 활동/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1961년에 만들어진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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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국 지급경비

대외국 지급경비 | 對外國支給經費 | 

사업/계약관리

1.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술지원,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국가의 회계규정, 국제

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할 경비를 말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외국업체와의 계약(정부간 계약

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

을제조·구입하거나 기술지원 기타 용역 등을 제

공받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회계규정·국제관행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경비를 말

한다.

 

대응 장치기술 | 對應裝置技術 | 

사업/계약관리

Countermeasure Assembly Technology

유도 교란형 능동 방호 장치 기술의 대응 장치 

세부 기술로 복합 연막탄을 위협 방향으로 발사 

함으로서, 위협체의 유도를 방해하여 진로를 변

경하는 기술. 하부 기술로는 발사기 고속 구동 

기술과 발사기 구동제어 기술이 있다.

 

대응구매 | 對應購買 | 사업/계약관리

Counter Purchase

대응수입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수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

계무역과 비슷하나 수출과 수입시 각각 다른 계

약서와 다른 신용장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동구권과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래형태이

다. 대응구매는 ① 수출·수입을 각각 별도 계약

서에 의해 거래하며 ② 두 개의 일반신용장을 개

설하며 ③ 형식상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일반 

무역거래형태이며 ④ 대응수입 이행기간은 통상 

5년 이내이며 ⑤ 환거래가 발생하여 상호간에 합

의된 통화로 결제하며 ⑥ 대응수입의무를 제3국

으로 전가가 가능하다.

대잠 초계기 | 對潛哨戒機 | 무기체계

P-3C(Orion)

P-3C(Orion)대잠초계기는 해상초계, 정찰, 대

잠전용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해상 초계기로서 우

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100인승 

민간용 여객기인 록히드 L-188 일렉트라를 군용 

버전으로 개조한 것으로 4개의 터보프롭을 사용

하고, 최대이륙중량이 70톤이다.

 

대장 | 臺帳 | 사업/계약관리

Register

일정한 서식의 문서철에 등록하여 발급 또는 수

납 등의 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유지하는 장부

류 등을 말한다.

 

대정부간 구매 | 對政府間 購買 | 

사업/계약관리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대외군사판매(FMS)를 포함한다.

 

대지 건물 비율 | 垈地建物比率 | 

전력지원체계

Building Coverage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백분율로서 건물의 

대지 내에 보안, 위생 등에 필요한 제한을 건축

법에 대지의 몇 %까지 건축해도 좋다고 규정된 

율을 말한다. 건폐율의 순화어.

 

대차대조표 | 貸借對照表 | 사업/계약관리

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는 특정 시점에 회사가 자금을 어디

에서 조달하여 이러한 자금을 어떠한 자산에 투

자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즉 회사가 

영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

도인지(총자산 규모), 그리고 자산의 유형별로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자

산은 필요할 때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이러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부채의 규모), 그 동안 이

익은 얼마나 발생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등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즉 일정 시점

에 있어서 기업의 자산과 이에 대한 지분을 대조 

표시한 보고서이다.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분

명히 하기 위하여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을 적당히 구분 배열, 

분류하여 평가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또한 자본 

금액과 구성을 표시한다. ☞ BS(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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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

대체 공급원 확보 | 代替供給源確保 | 

정책/제도

Alternate Source

원래의 제작사와 다른 제조업체의 부품을 사용함

으로써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을 말한다.

 

대체 부호 | 代替符號 | 사업/계약관리

Alternate Logistic Support Analysis Code

1. 대체 설계개념이나 다른 모델이면서 같

은 체계 조립 수준상에서 동일한 LCN을 사

용하는 유사 품목을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식

별부호를 말한다.  사용 가능 숫자는 ‘00～

99’와 공란이며,기본체계는 ‘00’을 부여한다. 

2. 동일한 LCN 분류를 사용하는 체계·장비

의 여러 모델들, 혹은 품목의 대체 설계 개념들

을 문서화하기 위한 부호. ☞ ALC(Alternate 

Logistic Support Analysis Control Number 

Code)

 

대체 재고번호 | 代替在庫番號 | 

사업/계약관리

동일 군수품에 재고번호가 중복 부여되어 재고번

호를 취소할 경우 또는 군수품의 도태/폐기 시에 

대체 재고번호를 기록한다.  따라서 취소된 재고

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 재고번호만을 사

용해야 한다.

 

대체 조달 | 代替調達 | 사업/계약관리

Alternative Supply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 및 부대조달을 할 수 있

는 부대에 배정된 예산으로 구매하지 않고 정부 

특별 회계 예산에 의하여 조달하는 형태이다. 농

림수산식품부 소관 양곡 관리 특별 회계에 의한 

양곡과 전매 사업 특별 회계에 의해 연초를 조달

하는 것과 같이 군수품 중앙 조달 원칙의 예외적

인 조달 방법이다.

 

대체 품목 | 代替品目 | 전력지원체계

Substitute Item

표준품목 대신에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품

목을 말한다. 주 품목대신 비슷한 성능의 품목으

로 대체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호환품목은 상호

교환 사용이 가능하나 대체 품목은 대체가능 우

선순위가 품목표에 표시되어 있다.

대축척 지도 | 大縮尺地圖 | 사업/계약관리

Large Scale Map

1:75,000 또는 그 이상의 축척에 의한 지도를 말

한다.

 

대출 | 貸出 | 사업/계약관리

Loan

미국의 대외지원법에 의거 이전받는 자에게 렌탈

비용 없이, 외국정부나 국제조직에 군사지원자

금으로 요구되지 않은 물자 또는 국방물자의 소

유권과 사용에 관한 일시적인 이전을 위한 협정. 

무기수출통제법 65장에 의거 NATO나 주요 비

NATO회원국에 협조적인 연구, 개발, 시험 또는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 이행을 목적으로 물자, 보

급, 장비를 대출하는 것에도 적용. 지정된 기간

에 걸쳐 이자를 내야만 하는 한 경제조직체에서 

다른 경제조직체(정부 대 정부, 개인 대 개인, 은

행 대 개인 등)로 자금이전도 포함한다.

 

대출 금리 | 貸出金利 | 사업/계약관리

The Interest on a Loan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를 말한다.

 

대충 장비 | 代充裝備 | 전력지원체계

Float

사용 불가능한 장비를 정비 지원 시설에서 정비

하고자 할 때, 운영 부대의 준비 태세 유지나 임

무 수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장난 장

비의 대치용으로 불출하기 위하여 정비 지원 시

설에 저장하도록 인가된 완성 장비를 말하며, 운

영 대충 장비, 정비 대충 장비, 주기 대충 장비 

등이 있다.

 

대침투 작전 | 對浸透作戰 | 행정공통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s

평시 지상·해양·공중을 통하여 침투하는 적의 

특수 부대 및 요원을 포착, 격멸하거나 소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대통령 긴급명령 | 大統領緊急命令 | 정책/제도

President Provision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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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의 하나로 법률적 효력

을 갖는 긴급한 명령으로 현행 헌법 76조 ①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

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

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한 뒤 그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을 얻지 못할때는 그 즉시 처분이나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대파 | 大破 |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재생이나 분해 수리

를 요하는 상태로서 원상 회복에는 창정비가 필

요하다.

 

대표 옴부즈만 | 代表옴부즈만 | 정책/제도

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

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대표성 품목 | 代表性品目 | 전력지원체계

선정된 기본 품목 중 동일 성질 또는 모델 등이 

2개 이상인 품목일 때 그 중에서 중등품 이상의 

최신 모델 또는 형태의 품목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전투화의 경우 다양한 규격(255㎜, 260㎜, 

265㎜, 270㎜…)중에서 270㎜를 대표성 품목으

로 선정하고, 침투 보호의는 1 내지 6호 중에서 

4호를 대표성 품목으로 선정한다.

 

대함 유도탄방어 유도탄  

| 對艦誘導彈防禦誘導彈 | 무기체계

☞ 해궁

 

대항군 | 對抗軍 | 행정공통

Aggressor Forces

적군의 군사 행동을 취하는 가상적인 군부대를 

말하며 연습의 실전감을 주기 위하여 구성된다.

 

대형 공사 | 大型工事 | 사업/계약관리

Large Construction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

공종공사를 말한다. 여기서 복합 공종공사는 두

가지 이상의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토목), 교량, 터널공

사가 함께 이루어진 공사 등이 해당된다.

 

대화식 분산 모의 규약  

| 對話式分散模擬規約 | 사업/계약관리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PDU(Packet Data Unit)

라는 데이터 메시지를 송수신하면서 분산된 위치

에서 전투 모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실험 규

약를을 말한다. ☞ DIS(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DIS protocol(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대화식 분

산 모의 프로토콜(對話式分散模擬 Protocol), 분

산 대화형 모의 실험 규약(分散對話型模擬規約), 

분산 대화형 시뮬레이션 프로토콜(분산대화형 

Simulation Protocol), 분산 인터액티브 시뮬

레이션 프로토콜(分散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상호 작용 분산 시뮬레이션 프로토콜

(相互作用分散 Simulation Protocol)

 

댄디 | DANDY | 무기체계

Dandy

이스라엘에서 1980년대 초 계열화하여 개발한 

대전차유도무기이며, 유도방식은 광섬유 통신유

도이다. 사거리/운용념별 대전차 유도무기를 특

성화하는 한편 적용기술의 계열화를 이룸으로써, 

개발, 생산, 교육 훈련 및 군수지원의 효율을 극

대화한 장비이다.

 

데스크톱 가상화 | Desktop假想化 | 

정책/제도

Desktop Virtualization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두고 필요시 로그인해서 사

용할 수 있는 PC. 동일한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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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기 위해 같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

이 아니라 아무 컴퓨터나 사용해서 웹을 통해 연

속적인 데스크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컴퓨터가 추가될 때마다 같은 사용자 

환경을 위해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데이

터를 옮길 필요가 없으며 보안이 강화되는 장점

이 있다. 또 데이터가 백업되어 있으므로 하드디

스크가 파손돼도 데스크톱 및 데이터는 안전하

다. 일반 PC와 달리 가상화된 데스크톱은 중앙관

리자가 사용권한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어서 CD

롬에 담거나 USB 메모리에 담아 나가지 못하게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들은 

PC에 회사의 중요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게 되고 

가상 데스크톱에 있는 자료들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된다. 

 

데시벨 | Decibel | 행정공통

Decibel

전파 발명자 A. BELL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

(b: 벨, bel)의 10분의1 수치로 소음 측정의 기본 

단위. 기호는 dB로 표시하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최저의 음에 대한 다른 음의 비율이다. 

예를 들면 150데시벨이란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최 저음의 150배를 뜻한다. 가청 범위(可聽

範圍)는 통상 1~130dB이다. 현재는 전압(파동의 

진폭) 또는 전력(에너지 류)의 감쇠(減衰)나 이득

(利得)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① 25dB: 

도서관 내 (조용한 실내) ② 50dB: 조용한 연설 

③ 80dB: 혼잡한 교통 도로, ④ 95dB: 최대 안

전 한계 ⑤ 100dB: 비행 대기선상의 소음으로 1

시간 이상 귀의 보호 대책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

낄 정도 ⑥ 150dB: 청력 상실 및 고막 파열.

 

데이터 | Data | 행정공통

Data

관측치나 측정치, 조사자료 등과 같이 실험이나 

관측, 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표에 정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데이터 공유 환경 | Data 共有環境 | 

정책/제도

Shared Data Environment

1. 공통 운용환경을 위한 데이터 부분의 상호운

용성 및 통합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정보체계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서비스, 

도구 및 절차를 말한다.

2. 체계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전략 및 방법으

로 표준데이터, 관련제도와 절차 및 지침, 데이

터 저장 및 접근구조, 데이터 공유기술 등의 제

반환경을 말한다.

 

데이터 관리 | 데이터 管理 | 사업/계약관리

Data Management

데이터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를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저장 및 처리되는 

기술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정보, 

발표자료, 숫자 또는 자료를 의미하며, 기록 형

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전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성

격의 데이터를 확보, 접근, 관리, 보호 및 사용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데이터 구조 | 데이터 構造 | 정책/제도

Data Structure

데이터 단위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관계와 이러한 

관계 및 데이터 단위를 설명한 것으로 데이터 모

델과 동의어이다.

 

데이터 모델 | 데이터 모델 | 정책/제도

Data Model

데이터의 구조의 한 형식으로 속성이 기술된 개

체집합과 이 개체집합들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

이다.

 

데이터 사전 | 데이터 辭典 | 정책/제도

Data Dictionary

자료에 관한 정보를 모아 두는 저장소로서 자료 

사전이라고도 한다. 자료의 이름, 표현 방식, 자

료의 의미와 사용 방식, 그리고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저장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사전은 

그 자신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루며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의 다양한 스키마들, 즉 내부·외

부 그리고 개념 스키마 등을 저장하고 있다.

 

데이터 암호화 표준 | Data暗號化標準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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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Encryption Standard

1977년 미국 상무부 표준국에서 미 연방 정부의 

FIPS(연방 정보 처리 표준) 46으로 제정한 데이

터 암호화 표준 규격. 64비트의 키를 사용하여 

64비트의 평문을 전자(轉字)와 환자(換字)를 조

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암호화와 복호화를 

하나의 대규모 집적 회로(LSI)로 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용 LSI가 개발되어 있다. 키는 56bit

나 128bit를 적용하여 7경2천조 이상의 사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要求事項 | 

정책/제도

Data Requirement

업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개체, 속성, 

관계 및 도메인 값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데이터 요소 | 데이터 要素 | 정책/제도

Data Element

용어사전에서 정의한 용어를 활용하여 정의한 데

이터 표준으로써 구성요소는 엔티티에 포함된 속

성에 해당한다.

 

데이터 유출 방지 | Data 流出防止 | 

정책/제도

Data Leakage/Loss Prevention 

내부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사내 직원이 사용하

는 PC와 네트워크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사

용자의 행위를 탐지·통제해 외부로의 유출을 사

전에 막는다. 

 

데이터 충실도 | 데이터 充實度 | 정책/제도

Data Fidelity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

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

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메타데이터 규격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의 정도를 말한다.

 

데이터 표준 | 데이터 標準 | 정책/제도

Data Standard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하도

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이터 교

환 등의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 표준 준수도 | 데이터 標準 遵守度 | 

정책/제도

Data Standard Observance Level

표준화 절차를 통해 국방정보체계에서 사용

하도록 승인된 용어, 개체, 속성, 도메인, 데

이터 교환 등의 메타데이터와 체계개발 데이

터 구조의 엔티티 및 속성이 데이터 표준을 준

수하고 있는 정도로서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이 속성, 데

이터요소 레벨에서 모두 준수

2. ‘일부준수’ : 모델 엔티티의 모든 속성중 일부

가 속성, 데이터요소 레벨에서 준수 인 경우.

3. ‘비표준매핑’ : 입력된 표준 데이터요소에 해

당하는 표준엔티티와 속성이 존재하며 해당 표

준엔티티명, 속성명, 물리속성명, 데이터 타입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미준수’ : 엔티티의 모든 속성, 데이터요소가 

표준에 존재 하지않는 경우.

 

데이터 표준화 | 데이터 標準化 | 정책/제도

Data Standardization

데이터공유환경 실무지침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데이터 품질 | 데이터 品質 | 정책/제도

Data Quality

데이터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관련성 및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

 

데이터 흐름도 | 데이터흐름圖 | 

사업/계약관리

Data Flow Diagram

데이터의 입출력 및 저장을 포함하는 체계 구성

요소의 각 거동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

램이다.

 

데이터베이스 | Database | 정책/제도

Database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

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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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구축 | Database構築 | 

정책/제도

Database  Build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를 이용자에게 유

용한 형태로 가공·제작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데프콘 | Defcon | 행정공통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데프콘(Defcon)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영문 약자로 방어준비 태세를 뜻한

다. 북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대북 정보 감

시 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상태의 분

석 결과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

는 전투 준비 태세이다. 1∼5단계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

이다. 데프콘의 발령 권한은 한미 연합 사령관에

게 있으며 우리나라는 평상시 `4’인 상태가 유지

된다. `3’으로 올라가면서부터 한국군이 갖고 있

던 작전권이 한미 연합사측으로 넘어가게 되며 

전후방 부대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데프콘 3’이 

되면 전군의 휴가, 외출이 금지되며 `데프콘 2’가 

되면 탄약이 개인에게 지급되고 부대 편제 인원

이 100%로 충원되며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로 돌입하게 된다. 데프콘 5 : 전

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다. 데프콘 4 : 전쟁 가능

성이 상존하는 경우로, 53년 정전이래 우리나라

는 이 상태이다. 데프콘 3 : 전 군의 휴가 외출이 

금지된다. 데프콘 2 : 휴가-외박 장병들의 전원 

복귀로 부대 편제 인원이 100% 충원되고 장병들

에게 실탄이 지급된다. 데프콘 1 : 동원령이 선포

되는 전시 상황.

 

도급 | 都給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for Work

1.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일

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

구하고 시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

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참조)  

도급 경비 | 都給經費 | 사업/계약관리

Contractive Expenditure

1. 공무상 필요한 일정한 경비를 추산하여 사무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관서장에게 위임하

는 경비이다.

2. 지출관 또는 출납 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 공관의 경비를 그 관서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공금을 말한다.

 

도급 계약 | 都給契約 | 사업/계약관리

Invited Contract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

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낙성(諾成), 유상, 쌍무계약에 속한

다. 여기에서의 일이란 토목, 건축공사 등과 같

은 유형적인 것이든 저작, 연주 등과 같은 무형

적인 것이건 상관없다. 도급은 완성된 일의 결과

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반

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

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

다. 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을 하청이라고 하며, 

하청은 수급인이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

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

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

거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

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

급인이 책임을 진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고, 

일의 완성 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

다. 관청계약에 있어서 제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다.

도급 공사 | 都給工事 | 전력지원체계

Contract Construction

군에서 직접 시공하지 않고 민간 업자에게 도급

을 주어 집행하는 공사이다.

 

도급 장비 | 都給裝備 | 행정공통

Contract Equipment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직접 장비를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소유권 하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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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페인트)

는 장비를 사용할 때, 이 때의 장비를 일컫는다.

도료(페인트) | 塗料(Paint) | 전력지원체계

Paint

도료를 포함하는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물질로 

바탕에 도장하면 바탕 보호 및 겉모양 장식 가능, 

또는 특수한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도료를 

사용해서 물체의 표면에 퍼지게 하는 조작을 ‘칠

한다.’라고 말하고, 고체의 막이 생기는 과정을 

‘건조’라고 말하며, 고체의 피막을 ‘도막’이라고  

한다. 유동상태란 액상, 융해성, 공기 현탁제 등

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안료를 함유한 도료

를  ‘페인트’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도메인 | Domain | 행정공통

Domain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의 실무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과 용어들로 표현될 수 있는 지식과 

행동의 범위를 말한다.

 

도면 | 圖面 | 사업/계약관리

Drawing

1. 군수품의 형태, 치수, 내부구조, 기타 내용을 

기하학적인 표현방법에 의하여 나타낸 그림으로 

국방규격의 경우 일부 품질보증의 방법이 포함되

며, 내용에 따라 조립도, 부분조립도, 부품도, 상

세도, 공정도, 접속도, 배선도, 배관도, 계통도, 

기초도, 배치도, 장치도, 외형도, 구조선도, 곡선

면도 등이 있다.

2. 설계도·지적도·도시계획도 등 낱장 또는 

여러장의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

록물로서 일반문서류와 분리하여 도면함 또는 

도면봉투 등에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

을 말한다.

도면 규격서 | 圖面規格書 | 정책/제도

Drawing Specifications

군용물자 부품 등 단순기능품을 구매하는데 적용

하기 위해 도면 위주로 작성한 규격서를 말한다.

 

도면 번호 | 圖面番號 | 사업/계약관리

Drawing Number

1.약식 규격에 해당되며 도면을 적용하기 위한 

규격번호이다.

2. 도면 식별을 위해서 설계 기관에 의해 특정 도

면에 할당된 번호이다.

도면 분석 | 圖面分析 | 사업/계약관리

Drawing Analysis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신뢰도 중심 정비

분석 등을 통하여 고장유형 및 영향,품목별 치명

도,예방정비 및 보수정비 업무를 식별하고 SMR 

부호 및 정비업무 부호를 할당하는 등의 IPR의 

한 과정을 말한다.

 

도상 기동 연습 | 圖上機動演習 | 행정공통

Map Movement Exercise

지도 또는 투명지를 사용하여 전술 상황을 부여

하고 지휘관 및 참모는 판단, 결심, 계획 및 명령 

등을 준비하는 전술 연습의 한 형태.

 

도서인쇄비 | 圖書印刷費 | 사업/계약관리

Books Printing Expenses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

을 말한다.

 

도입 방법 결정 | 導入方法決定 | 

사업/계약관리

사업추진방법이 해외 도입인 경우, 그 도입 방법

은 기술협력생산 또는 직구매로 구분되며, 이들 

도입 방법 중에서 국방 획득 개발 정책, 필요한 

국방 과학 선진 기술의 조기 획득·방위산업·

기술 육성·경제성·안보 측면 등 국익 차원에

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일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기종 결정과 동시에 수행을 말

한다.

 

도착 장소 인도조건 | 到着場所 引導條件 | 

행정공통

Delivered At Place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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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급 잠수정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 到着 터미널 引導條件 | 행정공통

Delivered At Terminal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

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

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터미널”은 부두, 창

고, 컨테이너장치장(CY) 또는 도로·철도·항공

화물의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하며, 지붕의 

유무를 불문한다. 매도인은 지정목적항이나 지정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거기서 양하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도착지 인도조건 | 到着地引導條件 | 행정공통

판매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도쿄 조약 | Tokyo條約 | 정책/제도

1963년 9월에 도쿄에서 열린 국제 민간 항공 기

구 회의에서 작성되고 1968년 12월에 발효된 조

약. 항공기 상의 범죄와 그 밖의 행위에 관한 내

용으로 26조로 되어 있는데, 특히 제5~10조에 

기장에게 범인을 단속하고 끌어내릴 권한을 주고 

있다.

 

도태계획 | 淘汰計劃 | 사업/계약관리

Phaseout Planning

기존 운영 장비에 대한 노후 교체계획 또는 신장

비 대체계획에 따라 장비의 폐기연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파관 | 導波管 | 전력지원체계

Waveguide

전송로로 사용되는 도체로 만든, 속이 빈 도관

(導管). 마이크로파 이상의 높은 주파수(1GHz 이

상)의 전기 에너지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

로의 일종인데, 구리 등의 전기 도체로 된 관 내

부를 전자기파가 지나가게 한 것이다. 일종의 고

역 필터 성질이 있으며, 차단 파장보다도 긴 파

장의 전파는 전할 수 없다. 또 도파관의 축을 따

라 전하는 파동의 파장은 관내 파장이라 불리며, 

여진 파장(勵振波長)보다도 길다.

독도급 대형수송함 | 獨島級大型輸送艦 | 

무기체계

해군의 14,000톤급 대형수송함이다.  독도함(獨

島艦, LPH-6111)의 정식 명칭은 LPH (Landing 

Platform Helicopter) 대형 상륙함이며 대한민

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으로, 대한

민국 해군이 추진하는 LPX(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가운데 1번함이다. 실제로는 

LHD(다목적 강습상륙함)의 기능을 갖고 있다. 

독도함은 2002년 10월 말에 한진중공업이 대

한민국 해군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

한 뒤,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6년 5

월 22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하여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다. 길이 199미터, 폭 31미터, 흘수 6.6

미터, 최대속력 23노트(시속43Km)로 승조원은 

300여명이며, 근접방어 무기체계 및 단거리 대

공 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독도함의 함안이동 수

단은 헬기와 공기부양 고속상륙정이며, 탑재능력

은 헬기 7대, 전차 6대, 상륙돌격장갑차 7대, 트

럭 10대, 야포 3문, 고속상륙정 2척, 상륙군 최

대 700여명이다.

 

독자 개발 | 獨自開發 | 사업/계약관리

Originality Development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특정 무기체계를 독자 기술에 의하여 설계, 시

제, 시험평가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독점 판매권 | 獨占販賣權 | 정책/제도

Sole Selling Right

해외의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

해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내에서는 본인

(Principal : 수출업자)은 당해 수입업자 이외에

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는 독점 판매권을 규정

한 권리를 말한다.

 

돌고래급 잠수정 | 돌고래級潛水艇 | 무기체계

해군의 침투용 잠수정이다. 이탈리아의 코스모스

급 잠수정을 모방한 것이며, 타코마코리아에서 

건조하여 1983년부터 총 3척이 취역하였다. 돌

고래급 잠수정은 잠수특전요원을 적진으로 침투

시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제한적이지만 어뢰발

사능력을 갖추고 있다. 돌고래급은 소형잠수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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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품 개발

로 연안작전 능력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

다. 돌고래급은 2003년 이후 모두 현역에서 물

러났으나 현재에도 훈련용으로 사용된다 

 

동등품 개발 | 同等品開發 | 정책/제도

Emulation

단종된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기술 및 장

비를 사용하여 부품이나 모듈 단위로 대체

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으로 수량이 대단히 많을 경우

에는 적용이 가능하나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

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동등품 대치 | 同等品代置 | 정책/제도

Substitution

단종부품의 특성을 분석하고,허용 가능한 범위내

에서 동등 성능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는 관리

방법이다.

 

동력장치 | 動力裝置 | 전력지원체계

원동기를 중심으로 하여 변속, 동력 전달 장치 

등을 포함한 동력 발생 장치의 총칭이다.

 

동류 전용 | 同類轉用 | 전력지원체계

Cannibalization

사용 불가 장비로부터 사용 가능한 부속이나 부

분품(구성품 및 완제품)을 제거하거나 취득하여 

동일 종류의 장비를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

나 정비의 원칙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

고 있으나 단시간 내에 보급 지원을 받을 수 없

는 접적 지역에서의 비상 사태 하, 군수 참모 부

장이 설정한 특정 장비의 특정 부속품 및 폐 처

리가 인가되었을 때는 허용되고 있다.  

☞ CANN(Cannibalization)

 

동맹 | 同盟 | 행정공통

Alliance

국가들의 공동 이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장기적 

성격의 목표들을 위해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체결

한 공식 협정의 결과로서, 일반적으로 동맹 작전

은 연합 작전(Combined Operations)을 의미한

다. 예) 나토

 

동맹국 전쟁 예비 물자  

| 同盟國戰爭豫備物資 | 행정공통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미국 소유 전투 예비 물자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

로서 미국의 우방국 전투를 위한 미국 소유 우방

국 소요물자이다. 그 물자 중 일부 탄약은 우방

국의 지리적, 정치적 영역 내에 사전 저장될 수 

있는 탄약의 양을 말한다. 

☞ WRSA(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동맹군을 위한 전시 예비 비축 물자  

| 同盟軍을爲한戰時豫備備蓄物資 | 행정공통

War Reserved Stock For Allies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미국 소유 전투 예비 물자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

로서 미국의 우방국 전투를 위한 미군 소유 우

방국 소요 물자이다. 그 물자 중 일부 탄약은 우

방국의 지리적, 정치적 영역 내에 사전 저장될 

수 있는 탄약의 양을 말한다. ☞ WRSA(War 

ReserveStocks For Allied), 미군 전쟁 예비 물

자(美軍戰爭豫備物資)

 

동반 동원 | 同伴動員 | 행정공통

Concurrent Mobilization

동원 장비·시설 및 업체와 이에 종사하는 인력

을 동시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건설 기

계, 항공기 등은 조작 요원과 동시에 동원하며 

병원, 운송, 건설, 하역, 정비 업체, 전기 통신 공

사 업체, 항공, 선박 및 어선을 동원할 때는 이에 

속해 있는 인원, 장비, 시설들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 | 動産 | 전력지원체계

Movable Property

토지, 건물 등 정착물 이외의 모든 유체물을 동

산이라 한다. 즉 부동산 이외의 물건, 토지에 부

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그 정착물이 아닌 물

건(예 : 석탑, 가식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은 동산이다. 선박은 상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준

한 취급을 받으며, 또 자동차와 항공기도 등록하

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에 준한 취급을 받는다. 동산은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과 다르고 양자는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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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실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동산은 인도, 부동

산은 등기) 시효 취득, 선의취득, 설정되는 타물

권의 종류, 거래상의 엄격성 등에 관하여 상이한 

취급을 받는다. 국가의 재산 관리면에 있어서도 

동산은 물품관리법과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규

제되고 부동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동시 개설 신용장 | 同時開設信用狀 | 

정책/제도

Back To Back LC

연쇄신용장 또는 상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최종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중간적인 상

인들에 의해 연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에 이용하는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의 특색은 최

종 매수인이 자기의 매도인을 위해 개설한 확인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그 매도인은 다시 자기 앞

의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만일 

중간에 기재하는 자가 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

자는 자기를 위해 개설된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전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

러한 연속은 최초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게 

개설하는 신용장까지 연속된다. 이러한 거래에서

는 연쇄신용장 이외에 양도신용장이 이용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신용장이 양도불능으로 발행

된 경우라든가 수익자가 자기의 고객에 대하여 

물품의 금액 등에 관해 비밀에 부치고 싶을 경우

에는 연쇄신용장을 이용한다. 법적으로 볼 때 연

쇄신용장은 원신용장과는 독립적이지만 연쇄신

용장에 의한 지급은 원신용장의 지급 여부에 달

려 있으므로 원신용장은 연쇄신용장에 대한 담보

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신용장

은 대금과 상업송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

머지 다를 경우라든지 지급통화가 다를 경우에는 

연쇄신용장의 개설은행들은 그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동시개설신용장의 원래 

의미는 원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

장을 의미하였으나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

결되지 않거나, 경화가 부족한 동구권과 무역거

래를 할 경우에 수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방식으

로 사용됨에 따라 내국신용장으로서의 Back to 

Back LC와는 달리 새로운 제도의 구상무역신용

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동시발행신용장은 한 나

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발행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도 동액의 신용장을 발행하

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의 신용장이다.

동시 공학 | 同時工學 | 행정공통

Concurrent Engineering

1. 제품 및 그에 관련된 제조 및 지원 부문을 포

함한 여러 과정을 동시적이며 병렬적으로 설계하

기 위한 시스템 관점의 접근방법으로 미 국방부

는 이를 “제조 및 지원을 포함하여 제품과 연관

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동시적으로 설계해 나가

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제품의 설계와 제조 및 군수 지원 요소들을 상

호 동시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는 체계적 설계 

공학. 이러한 설계 공학은 품질, 비용, 일정, 사

용자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는 개념 단계부터 폐

기될 때까지의 제품 수명주기 동안의 모든 요소

들을 개발자들로 하여금 착수 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 생산 부호 | 同時生産符號 | 전력지원체계

Concurrent Production Code

분석 대상 품목에 대한 불출/측정 단가 또는 로

트 수량이 무기체계/완제품 생산과 동시에 예비 

품목을 생산할 경우에 근거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동시 시험 | 同時試驗 | 정책/제도

Simultaneous Test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두 가지 활동이 같은 시기 

즉, 동시에 구분된 활동으로 함께 수행되는 시험

을 말한다.

동시 조달 수리부속 | 同時調達修理附屬 | 

행정공통

Concurrent Spare Parts

1. 초도 및 후속 보급되는 장비의 필수 소요 수리

부속품을 장비와 동시에 조달하여 효율적인 장비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수리부속품을 말

한다.

2. 주요 장비 혹은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하여 

초도 지원물량으로서 계획된 예비 부품을 말한

다. CSP는 일반적으로 주요 장비나 무기체계의 

불출 전에 선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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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조달 수리부속 소요 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 同時調達修理附屬 所要 算出用 標準 software | 

전력지원체계

Optimal Allocation of Spares Initial Support

무기체계의 동시조달 수리부속 소요산출을 위

하여 국가가 개발한 도구로서 OASIS(Optimal 

Allocation of Spares Initial Support) 등을 말

한다.

 

동시 통합성 | 同時統合性 | 행정공통

Synchronization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최대의 전

투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목

적 면에서 군사 활동들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동원 | 動員 | 행정공통

Mobilization

비상사태 하에서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수용하거나 또는 사용 및 통

제 운용함을 말한다. 국가동원은 평시부터 치밀

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쟁발발 시 신속하게 국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 통제하는 단계까

지를 망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원대상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물자(소모

품, 비소모품, 부동산), 업체, 권리 등이다. 참고

로 동원능력이라 함은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

동원에 의한 조달을 말한다.

 

동원 개시일 | 動員開始日 | 행정공통

M-Day

동원령이 선포되어 동원이 시작된 날이다.

 

동원 계획 | 動員計劃 | 행정공통

Mobilization Plan

한 국가의 인력과 물자, 자원을 소집하여 전쟁 준비 

태세를 갗추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동원 단계 | 動員段階 | 행정공통

Mobilization Phases

전략 및 작전 개념에 부응한 전쟁 수행 단계에 

따라 1년을 12단계로 나눈 것으로서 병력은 긴급 

단계(1~3단계)와 정상 단계(4~12단계), 물자는 

초기 단계(1~4단계)와 정상 단계(5~12단계)로 

구분하여 동원을 시행한다.

 

동원 소요 | 動員所要 | 행정공통

Mobilization Requirement

전시 인가된 편제 병력의 충원 또는 작전 수요를 

전시에 보충하여야 할 인적, 물적 자원의 소요를 

말한다.

 

동원 지정 | 動員指定 | 행정공통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 Mobilization 

Assignment

전시 동원 소요에 대하여 평시에 인적, 물적 동

원 자원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병력 동원의 경

우 전시를 대비하여 계급, 병과 및 군사 특기 등 

입영 부대의 보충 소요에 맞도록 병력 동원 소

집 대상자를 부대 단위, 집단 또는 개인 별로 전

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평시에 지정하여 두

는 것을 말하며 이는 동원 지역의 배정, 소집 부

대의 결정, 동원 보직 부여, 동원 소집 명부 작성 

및 신상 이동자의 대체 지정 등 전 과정을 총망

라하는 병력 소집 대상자의 지정과 동의어로 사

용된다.

 

동원 지정 업체 | 動員指定業體 | 행정공통

Appointed Companies For Mobilization

평시에는 당해 업체 고유 업종의 영업 활동을 하

나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 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 물자 또는 전시 민수 물자의 생산

이나 용역에 전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동원력 | 動員力 | 행정공통

Mobilize

전쟁 따위의 비상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병력 소

집, 군수 물자 징발, 전시 체제로의 재편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동원령 | 動員令 | 행정공통

Issuance Of Mobilization Order

국가 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 긴급 명

령이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 또는 침

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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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기

동작 인식 | 動作認識 | 사업/계약관리

Motion Recognition 

음성 인식 기능과 더불어 차세대 입력 기법으로 

카메라나 감지기를 통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

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법. 스마트폰의 

경우, 손을 씻다 전화가 오면 스마트폰 화면에 

손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손을 좌우로 흔들면 통

화를 할 수 있다. 동작만으로 전자책 책장과 사

진첩 사진을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음악을 재생

하고 멈출 수 있다. 

 

동적 구성품 선행 입증기 

| 動的構成品先行立證機 | 무기체계

신규 개발 장착될 헬기 엔진과 동력전달계통 간

의 구조적/ 동적 안정성과 엔진 장착 계통의 성

능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시험용 항공기이다.

 

동종 장비 | 同種裝備 | 전력지원체계

Conspecific Equipment

동종 장비란 임무와 기능 또는 정비체계 등이 동

일한 장비를 말하며, 장비별 비교 평가를 위하여 

제대별로 같은 종류의 장비를 묶은 장비의 집단

이다.

 

동체 및 포탑 구조 기술 

| 胴體--砲塔構造技術 | 무기체계

Hull And Turret Structure Technology

구조 및 방호 기술의 세부 기술로서 기동 무기의 

동체와 포탑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술. 기동 차

량의 요구 성능을 기반으로 하중, 탑재 무장, 방

호 성능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전산 모의 분

석에 의한 구조 해석으로부터 내부 적재 공간 설

계, 용접 설계, 내구도 분석 등의 세부 기술로 구

성된다.

 

동축 케이블 | 同軸cable | 전력지원체계

Coaxial Cable

연선에서의 문제점인 외부 간섭에 대한 취약점

을 보강하기 위하여 내부 도체와 외부 도체라고 

하는 두개의 도체와 이들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 

그리고 플라스틱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

블. 내부 도체는 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딱딱한 구리 선으로 되어 있으며, 절연체는 신호

의 교란 방지를 위해서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

다. 외부 도체는 인접한 회선과의 차폐를 목적으

로 하는 그물 모양의 구리 또는 알루미늄의 망으

로 구성되며 비교적 고주파 신호를 전달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동해급 초계함 | 東海級哨戒艦 | 무기체계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했던 초계함으로 해군에서

는 PCC 1차선이라고 부른다. 대우중공업, 현대

중공업, 코리아타코마, 대한조선공사에서 각각 1

척씩 총 4척이 건조되었으며, 이후 포항급 진수

의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 포항급 초계함의 선

행양산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009년 초도함

인 동해함이 퇴역하였으며, 2010년 수원함과 강

릉함이, 2011년 안양함이 퇴역함으로써 대한민

국 해군 편제에서 더이상 동해급 초계함은 볼수 

없게 되었다.

 

등시점 | 等時點 | 무기체계

Equi-time Point

항공기가 출발한 기지로 돌아오거나 목적지로 가

는 데 같은 시간이 걸리는 항공기 항로상의 지점

을 말한다.

 

등시차 검사 | 等時差檢査 | 사업/계약관리

Isochronal Inspection

검사에 있어 시간을 날짜주기로 환산하여 정해진 

주기마다 검사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비행 시간

이 일정 기간에 집중되거나 기후, 환경 조건 변

화(해안 인접 기지, 혹서, 혹한)로 인하여 검사의 

조기 수행이 요구되거나 정상 상태 하에서 장기

간 비행에 투입되지 않을 경우, 검사 주기 도래 

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 검사 주기를 재조정하

여 수행하는 검사로서 주로 대형 항공기에 적용

하고 있다.

등화기 | 等化器 | 전력지원체계

Equalizer

신호의 증폭이나 전송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을 

보정(補正)하기 위하여 증폭이나 전송로에 끼우

고, 그 특성을 종합하여 균일화하는 기능을 갖게 

한 장치. 저항, 축전기, 한류 코일(寒流coil) 따위

를 적절히 짜 맞추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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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병사

디지털 병사 | Digital 兵士 | 정책/제도

Digital Soldier 

전투복에 첨단 기계 장치를 넣어 전투력을 한 단

계 향상한 병사. 디지털 병사 체계의 핵심은 입

는 컴퓨터와 통합 헬멧이다. 위치확인시스템

(GPS) 수신기, 전방향 관측 비디오카메라, 야간 

투시 장비, 이어폰과 음성 인식 마이크, 독가스 

차단 마스크 등을 한데 모은 이 일체형 군복은 

군인들을 하나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통합할 뿐 

아니라 GPS를 활용해 동료 부대원이나 적군을 

포착하기가 쉽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육·해·

공군과 공유해 입체적으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시뮬레이션 | Digital Simulation | 

사업/계약관리

Digital Simulation

디지털 체계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모의 실험을 

말한다.

 

디지털 원주민 | Digital 原住民 | 사업/계약관리

Digital Native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의 디지털 기술을 어

려서부터 사용하면서 성장한 세대. 컴퓨터나 인

터넷 등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로 생각하지 않

고 그냥 손에 익은 장치 정도로 여기면서 쉽게 

활용한다. 

 

디투디(D2D) 통신 | Device-to-Device 通信 |

사업/계약관리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단말기 간 직접 통신 기술. 늘어나는 데이터 트

래픽의 수요를 해결하고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단말기 간 직접 테이터를 교환하는 기술로 

3GPP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실내에서와 

같이 신호 세기가 약한 곳에서도 강한 신호를 받

는 인접한 단말기에 직접 연결되므로 전파 도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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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터 | Router | 전력지원체계

Router

서로 다른 근거리 통신망(LAN)에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 간에 패킷을 중계하는 제3계층 장비. 서

로 다른 주소 그룹을 사용하는 통신망과 통신망

을 연결하여 IP 주소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패

킷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라이다 | LIDAR | 사업/계약관리

Light Detection And Ranging

1. 레이저를 발사하여 산란되거나 반사되는 레이

저가 돌아오는 시간과 강도, 주파수의 변화, 편

광 상태의 변화 등으로부터 측정 대상물의 거리

와 농도, 속도, 형상 등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기법 및 그 장치. 레이더가 극초단파를 이용하여 

대상물까지의 왕복 시간을 관측함으로써 거리를 

구하는 것처럼 라이다도 레이저를 이용하여 동일

한 원리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지상에 삼각

대를 이용하여 건물 및 지형의 3차원 모형을 높

은 정확도로 작성하며, 항공기 및 위성에 탑재하

여 지표면의 모형을 작성할 수도 있다.  2. 대기 

중으로 레이저 빔을 발사하여 화학 및 방사능 작

용제의 분포 및 오염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장

비. 측정 거리는 300m~10km이고, 감시 능력은 

수평 180° 수직 90°이다. CCD 카메라를 이용하

여 목표 지점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3

차원 mapping)이 있고 차량에 장착하여 운용함

으로써 기동성이 뛰어나며 광범위 지역을 신속하

게 측정할 수 있다.

램 | RAM | 전력지원체계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RAM이란 신뢰도 (Rel iab i l i ty ) ,  가용도

(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의 약어

로써,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까지 목표값 설정 및 할당, 설계지원 

및 평가, 설계개선 및 방안도출, 군수지원분석

(LSA), 종합군수지원(ILS) 요소개발 및 야전운

용제원 수집·분석 등의 임무를 지원하는 체계공

학 업무로서 장비가동률과 전투준비태세 향상 및 

총수명주기비용 절감의 핵심성능지표(KPP:Key 

Performance Parameter)이다. 이에 추가하여 

안전성(Safety), 내구도(Durability)를 포함하여 

RAM-S 또는 RAM-D라고도 한다.  1. 신뢰도 

: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률로

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2. 가용도 : 어

떤 체계가 고장수리를 거쳐 임의의 시점에서 가

동상태에 있는 확률로서 신뢰도와 정비도에 의해 

결정되며, 어떤 장비가 불시에 임무를 받았을 때 

가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3. 정비도 : 규정된 절

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내 어

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

서 정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램 분석 | RAM分析 | 전력지원체계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alysis

1. 연구개발 단계부터 어떤 시스템에 대한 

RAM(신뢰도, 가용도, 정비도)을 분석하는 활

동. RAM 분석을 통해 장비의 설계를 지원하여 

군수 지원 소요를 확인하여 식별하게 해 준다. 

☞ RAM Analysi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alysis) 2. 어떤 체계의 신

뢰도, 가용도, 정비도에 있어서 고장빈도, 정비

업무량 및 전투준비태세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활용되며 연구개발 시부터 폐기 시까지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RAM 분석을 통해 장비의 설

계를 지원하여 군수지원소요를 확인하여 식별하

게 해준다.

레이더 호밍 | Radar homing | 사업/계약관리

Auto Lock, Homing, Lock On, Radar Homing

목표가 방사하는 레이더 파 또는 목표에서 반사

되는 레이더 파를 감지하여 목표를 추적하는 방

식. 능동, 반능동, 수동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능동 방식은 비행체가 스스로 레이더 파를 목표

를 향해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감지하여 

호밍하는 것으로 주로 대형 비행체에 부착된다. 

반능동 방식은 레이더 파를 비행체 밖에서 발사

하는 것으로 비행체 자체는 소형으로 가능하다. 

175

ㄹ



176

레이더 흡수 물질

수동 방식은 목표가 발사하는 레이더 파를 향해 

호밍하는 것으로 원거리에서의 호밍이 가능하다.

레이더 흡수 물질 | Radar吸收物質 | 

사업/계약관리

Radar Absorbing Material

장애가 되는 전파를 흡수하도록 만들어진 물질. 

스텔스 항공기 따위의 기체 외부에 발라 레이더

에 잡히지 않게 하는 데 응용되며, 페라이트 탄

소 등을 섞어 만들고 페인트형, 종이형, 타일형 

따위로 변형이 가능하다.

레일 건 | Rail Gun | 행정공통

Electromagnetic Railgun, Rail Gun

전기 에너지를 추진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

의 총포. 레일 건은 강력한 자계(磁界)를 갖도록 

고안된 레일 사이에 전도성을 갖는 사출체(射出

體)를 놓아 고속으로 가속하여 화포와 같이 사출

체를 발사한다.

로드맵 | Roadmap | 정책/제도

Roadmap

기업·국가·국제 사회 등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

거나 추진할 때 사용하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

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로버스트 통계 | Robust統計 | 사업/계약관리

Robust Statistics

극결과(Extreme Result)가 평균이나 표준편차

의 추정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

계기법. 이러한 기법은 데이터군으로 부터 극결

과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가중치를 적게 주는 

방법이다.

로봇 감지기 | Robot感知器 | 사업/계약관리

Robot Sensor

로봇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인지 기능의 각종 감지

기. 위치추적용 관성 감지기, 위치파악용 액티브 

비컨 시스템, 인식 및 주행을 위한 비전 감지기, 

거리 측정을 위한 초음파 감지기,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각 감지기 등이 있다.

로열티 | Royalty | 사업/계약관리

Royalty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

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

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을 말한다.

로크레마틱스 | Rhochrematics | 전력지원체계

Rhochrematics

원재료에서 최종 제품이 소비자에게 넘겨질 때까

지 태널을 합리적으로 형성함과 동시에 그 효율

을 최대로 하려는 모든 조치. 원재료의 조달, 반

제품과 제품의 제조, 제품의 판매 등 일련의 기

업 활동 중에서 물자의 흐름을 일관하여 종합 관

리하는 경영 기술을 표현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한편 물적 유통 관리와 상통하는 말이며 물적 유

통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통제 관

리하는 것 또는 그 기술을 말한다.

로터 | Rotor | 전력지원체계

Rotor

회전자. 발전기, 전동기, 터빈, 수차 등 회전 기

계에서 회전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말

한다.

로트 | Lot | 행정공통

Lot

같은 종류나 같은 상표의 1군의 상품을 가리키

는 말로, 그 1군의 개수가 많거나 크면 로트가 많

다 또는 크다라고 한다. 같은 종류의 상품을 몇 

개의 묶음으로 하여 1로트로 할 경우에는 그 하

나하나에 번호를 붙여서 몇 로트 중 몇 번인지를 

표시한다.

로트 번호 | lot番號 | 행정공통

Lot Number

1. 단일 생산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나 조립

하여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

군에 대하여 이를 식별하고 추적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붙이는 고유 기호. 일반적으로 제조사의 

식별 부호와 시기 등 생산 특성을 추적하고 식별

하기 위한 부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2. 군수품 

및 원재료 등의 단위체 또는 단위량이 어떤 목적

에 의하여 모여진 것을 말한다. 생산 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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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16

로트번호는 동일 설계도에 의거 시설, 장비, 재

료조건, 생산자 및 생산기간을 한정된 범위 내에

서 제조함으로써 성능 및 효력이 동일함을 나타

내는 집단적인 표시규격이다.

롤러 코터 도장 | Roller Coater 塗裝 | 

전력지원체계

Roller Coater Coating

여러 개의 롤러를 조합하여 회전시키면서 도료를 

롤러에 공급시키고 롤러 사이에 피도물을 통과

시켜 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인쇄용 롤러와 같은 

방식으로 평편하고 넓은 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

여 합판, 플라스틱판, 동판, 종이 등의 표면을 고

속으로 연속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롱 텀 에볼루션 | Long Term Evolution | 

행정공통

Long Term Evolution

3세대(3G) 이동통신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

술이라는 뜻으로 이름 붙인 통신 서비스. LTE

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3G보다 5-7배 빨라 

800MB 영화 한 편을 내려받는 데 약 85초 밖에 

안 걸린다.

리스 안보지원 프로그램 

| lease安保支援program | 정책/제도

Lease Security Assistance Program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비초과 국방물자의 

사용과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정. 이

는 authority of Section 61, AECA (Title 22 

U.S.C 2796)하에서 물자의 유지, 보호, 수리 또

는 재보충 및 물자리스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미 달러로 미 정부에 상환하는 리스협정

이다.

리엔지니어링 | Reengineering | 정책/제도

Reengineering

몇 가지 요소를 다시 조합하여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써 리엔지니어링이란 오늘날 

기업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까

지 일해 왔던 방식을 바꾸어 완전히 새로 시작하

는 것을 의미. 즉, 백지 상태에서 공장 설비를 처

음부터 재설계하여 새로이 건설하는 것처럼 기존

의 어떤 제도나 조직을 개선할 때 문제점을 분석

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

로 현재를 무시하고 새로운 제도나 조직을 창출

하는 것이다.

리히터 규모 | Richter 規模 | 행정공통

Richter Magnitude Scale

지진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ML로 표기. 

1935년 미국 지진학자 찰스 리히터(Charles 

Richter)가 지진파를 측정해 지진의 에너지를 추

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리히터 규모는 지진

계에서 관측되는 가장 큰 진폭에서 계산된 로그 

값을 바탕으로 만든 단위이다. 지진 규모는 지

진파로 생긴 총 에너지 크기로, 규모 1.0의 강도

는 60t 폭약(TNT)의 힘에 해당하며,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2배, 2.0이 증가하면 

1,000배만큼 강력해진다.

링크 케이 | Link-K | 행정공통

Link-K

한국 전장 무기체계간 전술정보를 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한국군 합동전술데이터링크를 말

한다.

링크-14 | Link-14 | 무기체계

Link-14

전술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진 함정에서 전술 데

이터 처리 능력이 없는 함정으로 전술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해 설계된 전술 데이터 링크를 말한다.

링크-16 | Link-16 | 무기체계

Link-16

UHF 주파수 대역의 L-밴드(969~1206MHz)

와 시분할 다중 접속 방식을 이용하여 미군, 

NATO 등에서 합동 작전 및 연합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 기 정의된 

양식의 전술 자료와 음성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

능하며, 항 재밍 및 비화 기능이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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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력 | 馬力 | 행정공통

Horse Power

보통 짐마차를 부리는 말이 단위시간(1분)에 하

는 일을 실측하여 1마력으로 삼은 데서 유래한

다. 동력 단위로 사용하는 단위로는 마력 및 와

트(W) 또는 킬로와트(KW)가 있다. 마력은 주로 

엔진·터빈·전동기 따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

의 비율이나, 구동하고 있는 작업 기계에 의해 

흡수되는 일의 비율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다. 영

국 마력은 1HP=3300ft·bs/sec=746W이며, 독

일마력은 1PS=75kg·m/sec=735.5W이다.

마모 고장 | 磨耗故障 | 전력지원체계

Wearout Failure

1. 무기체계, 장비, 부품 등이 피로·마모·노화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장으로, 고장률의 분

포가 증가상태에서 발생한다.

2.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기능 저하의 결과 발

생하는 고장. 제품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들이 마모나 노후

화로 인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며, 

이러한 원인으로 제품이 고장 나는 현상이다.

마모율 | 磨耗率 | 전력지원체계

Attrition Rate

일정 기간 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

생하는 병력 및 비소모품의 손실 정도를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마이카 도료 | MICA 塗料 | 전력지원체계

MICA Paint

메탈릭 도료의 알루미늄 대신에 티타나이즈드 마

이카 안료가 함유된 것으로 이 안료의 특성은 진

주광택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Pearl 입

자의 특징은 알루미늄 입자와 달리 반사와 흡수

를 동시에 시키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

이 틀려지는 화려한 도료이다.

마이크로파 기술 | micro波技術 |

사업/계약관리

Microwave Technology

파장의 범위가 1mm부터 1m 사이(주파수 

300GHz~300MHz)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는 기

술. 파장이 짧아 직진성이나 반사, 굴절, 간섭 등

의 성질이 빛과 비슷하며, 레이더, 통신, 전자레

인지, TV 등에 폭넓게 쓰인다.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 micro波集積回路 |

사업/계약관리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마이크로파의 증폭, 발진, 변환, 마이크로파에 

의한 연산 등을 처리하는 집적 회로. 즉, 1개로 

종합된 기능을 갖는 마이크로파 회로로서 최소한 

저항·콘덴서·코일 등의 수동 회로분이 원칙적

으로 1개의 기판상에 완전하게 일체화되어 있는 

회로를 말한다.

마찰 저항 | 摩擦抵抗 | 전력지원체계

Frictional Resistance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 변

형력들을 모두 합한 힘으로 나타나는 저항을 말

한다. 이는 유체의 점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

로, 이 값이 작은 유체일수록 더 많은 유체를 좀 

더 쉽게 전송할 수 있다.

만국 표준시간 | 萬國標準時間 | 정책/제도

Universal Time

학술상 또는 항해상에 쓰이는 세계 공통의 표준 

시간으로서 영국의 그리니치 자오선에서 측정한 

평균 태양시를 말한다.

망실 | 亡失 | 전력지원체계

Loss

1. 자산이 횡령,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그 관리 

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된 것

을 말한다.

2. 군수품이 정상적인 기록 계정상에는 있으나 현

품(現品)이 없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물품의 실질

적인 이탈(離脫)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물

품 관리 기관(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

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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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품 운용관) 및 물품 사용자가 타의(他意)에 의하

여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상실하는 상태이기 때문

에 당해 물품이 현존(現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배 범위를 이탈하였으면 망실이라고 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 맞춤형 福祉制度 | 행정공통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공무

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

한 후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

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

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각 | 賣却 | 행정공통

Sale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산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 이외의 자에

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세입을 증가시키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매도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의 법령에 있어서는 

그 매각의 대상, 매각의 절차 및 그 방법과 매수

자의 자격규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매각의 대상으로서는 국유재산, 물품, 체납처분

절차의 최종단계에서 압류한 재산, 국유 임산물 

등이 있고, 그 매수 자격요건에 있어서도 대부 

등의 연고권이 있거나 재정적 또는 과거의 실적

이 있어야 하며, 그 매각방법에서도 경쟁입찰 또

는 수의계약의 방법 등 상호간에 차이가 있다.

매개변수 추정 | 媒介變數推定 | 무기체계

Parametric Estimation

무기체계의 비용 요소와 비용 인자의 물리적 특

성을 매개변수로 비용 추정 관계식을 도출하고, 

도출된 관계식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매뉴얼 | Manual | 사업/계약관리

Guidance, Manual,

어떤 업무가 수행되는 방법, 사용되는 자재 및 

기기, 작업 순서 등을 기술한 서류를 말한다.

1. 소책자, 편람, 입문서 / 군사교범(軍事敎範) / 

설명서.

2. 기계등의 조작방법, 기술적 특성, 그림 등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한 사용안내 

책자

3. 사용서, 설명서, 안내서 등

4. 간명하게 만든 책

매니스커스 | 사업/계약관리

액체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액체의 표면이 부피 

측정용 유리기구의 내벽에 수직방향으로 곡면을 

형성하는 현상 또는 그 형태를 말한다.

매매 | 賣買 | 사업/계약관리

Buying and Selling

사고파는 것이다.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일정

한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

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의 대표적인 예이며, 거

래수단이 화폐인 점에서 물물교환과 다르다. 민

법은 매매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이것을 

유상계약 일반에 준용한다. 매도인은 목적인 재

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것을 완

전히 인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매수

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매매에는 계약

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그 자리에서 바꾸어 

버리는 현실 매매 외에 자유매매, 수의매매, 경

쟁매매, 견본매매 등의 종류가 있다.

매매 약정 | 賣買約定 | 사업/계약관리

Sales Agreement

기업조달지시, 명령, 청구, 여행명령발행 주체 또

는 기금의 가용성 확인의 공식적인 책임으로 상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의무를 창출하는 수령자를 정

당화하는 요구에 근거한 기업행정예비기금. 매매

약정 관련행위는 가용기금 사용절차상 첫 단계이

다. 매매약정 관련 및 예산기록상 매매약정 기록

의 영향은 미래 의무에 대한 자금을 예비하는 것

이다. 매매약정은 만일 아직 의무화되지 않는다

면, 승인권자에 의해 취소된다. 매매약정은 운영 

및 유지 예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몰 원가 | 埋沒原價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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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 Cost

설비 자산 취득 원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자되

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의 원가이다. 흔히 무관

계 원가, 기지출(旣支出) 원가 또는 회수 불가능 

원가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의사 결정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로서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불필요한 원가 요소

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이미 과거에 투자된 시

설 설비의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볼 수 있다.

매시업 | 混合 | 사업/계약관리

Mashup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새

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 구글이 공개한 검색 관련 응용프로

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지도 관련 API, 그리고 

기타 여러 웹 서비스 정보들을 혼합하여 부동산 

매매에 응용(예: HousingMaps.com)한 것처럼 

다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콘텐츠를 조합

하여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가리킨다. 팝 뮤직에서 처음 사

용되기 시작한 매시업은 아티스트나 DJ가 두곡 

또는 그 이상의 곡을 섞어 하나의 곡으로 연주하

는 것을 의미한다.

매입 신용장 | 買入信用狀 | 정책/제도

Negotiation LC

매입 신용장이란 신용장을 가지고 발행된 환어음

이 매입(negotiation)되는 것을 예상하여 매입을 

허용하고, 어음의 발행인뿐만 아니라 어음의 배서

인(endorser), 어음의 선의의 소지인(bond-fide 

holder)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약하고 있는 신용장

을 말한다. 매입 신용장은 수출지의 매입 은행이 

발행 은행의 무예치 환거래 은행인 경우에 사용되

며, 서류 매입 의뢰시에 어느 은행이나 자유이나 

예외적으로 통지 은행이 매입을 담당할 수 있으

며, 발행 은행이 서류 부도 반환을 하더라도 환어

음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입 지정 신용장 | 買入指定信用狀 | 정책/제도

Negotiation Restricted LC

지정신용장 중에 매입이 지정되거나 제한되는 신

용장이 있는데 그 중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을 뜻한다.

매출 원가 | 賣出原價 | 사업/계약관리

Cost Of Sales

매출에 대응하는 상품, 제품, 용역 등의 원가를 

매출원가라 한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영업

수익인 순 매출액에 대한 1차적인 공제 항목이고 

기지에서 매출 총이익이 산출된다.

매크로 | Macro | 사업/계약관리

Macro

1. 함수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로 짧은 문장

에 주로 사용하고 복잡한 문장을 단순화하기 위

한 용도로 사용한다.

2. 일련의 명령어를 반복하여 자주 사용할 때, 

개개의 명령어를 일일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의 키 입력으로 원하는 명령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된 프로그램 기능. 이에 대응하는 용어는 

매크로 명령어로 되기 전의 개개의 기계어인 마

이크로 명령이다.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자의 편

의성이 중요해지면서 어셈블리 언어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매크로 기능

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작자가 매번 명령을 입력해 주지 않고 특

정한 매크로 기능을 가진 키를 눌러 줌으로써 자

동적으로 일이 수행하게 한다. 매크로는 단순한 

문자열 치환으로서, 프로그램 속에서 같은 의미

로 사용되는 동일한 문자열을 일괄적으로 변경하

는 경우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서브

루틴과 비슷하지만 서브루틴은 실제로 그 루틴

으로 제어가 이동한다는 점이 다르다. 엑셀 등의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매크로 기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쉽게 매크로를 작성할 수 있다.

메모 보고 | memo 報告 | 정책/제도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긴급한 현안보고 사

항 등을 메모형태로 전자보고하는 기능을 말한

다.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과제

카드의 실적으로 기록되고 관리한다.

메신저 피싱 | Messenger Phishing |

정책/제도

Messenger Ph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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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를 이용한 피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메타 물질 | meta物質 | 사업/계약관리

Meta Material

1. 비유전율 혹은 비투자율이 음수인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물질.

2. 자연에서 발견될 수 없는 특별한 전기적 성

질을 갖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된 구조. 음의 유

전율과 음의 투자율을 갖게 될 경우, 물질의 굴

절률이 음수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

는 물리적 현상이 뒤바뀐 새롭고 신비한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 유전율과 투자율의 부호에 따라 

ENG(epsilon negative), MNG(mu negative), 

DNB(double negative), NRI(negative 

refractive index), LH(left-handed) 물질 등

으로 불린다. 군사용으로는 착용 시 뒤쪽의 풍경

이 그대로 투과하는 투명 망토의 재질과 같은 분

야에서 그 응용이 연구되고 있다.

메타데이터 | Metadata | 사업/계약관리

Metadata

1. 정보에 관한 정보,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데

이터의 의미에 관한 정보.

2.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특정한 일련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는지, 그

리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

준다. 메타 데이터는 데이터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메타모델 | metamodel | 정책/제도

Metamodel

운용 아키텍처, 체계 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간의 관계를 표현

한 모델을 말한다. 

메탈릭계 도료 | Metallic Type 塗料 | 행정공통

Metallic Type Paint

반투명 에나멜에 알루미늄 분을 혼합한 것으로 

도막 중에 있는 알루미늄분의 부상 또는 진열방

향에 의해 에나멜 층을 통과하여 금속의 독특한 

빛을 발한다. 또한, 알루미늄 분은 빛을 반사시

키는 역할만 하며 흡수하지는 못한다

멤스 | MEMS(電氣機械裝置) | 사업/계약관리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초정밀 반도체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감지기, 액

추에이터(actuator) 등 기계구조를 다양한 기술

로 미세 가공하여 전기기계적 동작을 할 수 있도

록 한 초미세 장치. 일반적으로 작은 실리콘 칩 

위에 마이크로 단위의 작은 부품과 이들을 입체

적으로 연결하는 마이크로 회로들로 제작되며, 

정보기기의 감지기나 프린터 헤드, HDD 자기 헤

드, 기타 환경, 의료 및 군사 용도로 이용된다. 

최근의 초소형이면서 고도의 복잡한 동작을 하는 

마이크로시스템이나 마이크로머신들은 대부분 

MEMS 기술을 사용한다.

면제 | 免除 | 정책/제도

Waiver

1. 제품 생산 도중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

출된 후, 규정된 필요조건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

었으나 상이한 상태 그대로 또는 추가 인가된 방

법으로 수리 후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

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제품을 합격으로 인정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별·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검증과정에

서 기준과 상이한 것이 발견되었으나 상이한 상

태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또는 추가 인가된 방법

으로 보완 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 문서절차에 의하여 그 군용항공기를 감항인

증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제품의 생산 중 형상 식별서의 기능적, 성능

적 요구 조건을 벗어나거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를 허용하는 행위. 면제에는 해당 제품을 폐기

하지 않고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결함이 있

는 그대로 사용(수락)하는 방법이 있다.

면제 승인 | 免除承認 | 사업/계약관리

Immunity Recognition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규격불일치품목에 대

해 건강, 성능, 호환성, 신뢰성, 생존성, 내구성, 

운용편의성, 외형 등을 고려 시 사용이 가능하여 

납품을 수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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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 | 免責事由 | 사업/계약관리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거해서, 보험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지

만 특정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예외로 그 의무

를 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하는

데,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과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이를테면,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에 의해서 생

긴 사고, 보험계약자가 자초한 사고 등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진, 분화, 해일 등에 

의한 사고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것이 있다. 면

책사유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 자초 및 공서양

속상(公序良俗上)의 이유에서 담보 불가능한 것

(절대적 면책사유)과,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담보 가능한 것(상대적 면책사유)으로 구

분된다.

면허 생산 | 免許生産 | 사업/계약관리

License Production

기술협력생산의 한 형태로서 외국과 기술 협력에 

의하여 생산 권한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특정 품

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과거 국방 획득 분

야에서 사용하였다.

명멸 | 明滅 | 무기체계

Glimmering

레이더 방위각 분해 능력 이내의 상호 근거리에 

위치한 두 대의 항공기가 추적 레이더에 하나의 

목표물로 보이게끔 하는 전자 공격을 말한다.

명세서 | 明細書 | 사업/계약관리

Statement

무기체계설계/건조 시에 필요한 소요 장비 및 자

재 등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

한다. ☞ 사양(仕樣)

명시 이월 | 明示移越 | 정책/제도

Specified Carry-over Expenses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1회계 연도 내에 경

비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

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를 말하며, 이는 회

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업의 집행으로 인

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성 명시 이월과 잔액성 명시 이

월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명시 이월비 | 明示移越費 | 정책/제도

Specified Carryover Fund

해외 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및 수리부속 

도입계약 지연에 대비하고 불리한 도입조건을 배

제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에도 집행을 가

능하게 하기 위한 경비로써 세출예산 중 사업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비

를 말하며,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연도 내에 무리한 사

업의 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

한 것을 말한다.

명의 대여 | 名義貸與 | 사업/계약관리

Street Name

단체가 해당품목의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

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

게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그 계약물품의 생산·납품 등 일

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하게 하며, 그 대가로 계약

금액에서 일정 비율(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모델링 | Modeling | 정책/제도

Modeling

1. 모델링은 전쟁(전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반 전투요소들(무기·장비, 인력, 전장환경, 자

연·인공 현상, 절차·과정 등)에 대한 모의방법

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수학모델(Mathematical Model) : 모델의 성

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 성으로 표현하는 기호

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나. 물리모델(Physical Model) : 모델의 물리적

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

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



184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

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력학 모델

이 있다.

 다. 과정모델(Process Model) :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과정을 모델화 한 모델로 수학적, 논

리적 프로세스에 의해 표현된 상황의 동적인 관

계성 표현을 허용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항공기 

이·착륙 절차 모델이 있다.

2. 전투 체계, 전장 환경, 자연 현상, 인공 현상 

또는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

는 논리적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는 미분 방정식, 이산 시스템 모델링, 확

률 통계, 몬테칼로 기법 등을 이용한다. 여기에 

퍼지, 뉴럴, 전문가 시스템 모델, 에이전트 모델 

등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위, 의사 결정 등도 모

델링이 가능하여 전투 현상의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modeling 및 simulation | 정책/제도

Modeling And Simulation

1. 모방하거나 모의하고자 하는 실제 체계의 특

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각종 요소와 현상 등

을 물리적, 수학적, 논리적 표현으로 만들어 나

가는 과정인 모델링(Modeling)과 모델링의 산출

물인 모델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

에서 유사하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시뮬레이

션(Simulation)이 조합된 용어로 모델링 과정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틀어 의미한다.

2. 관리적 혹은 기술적인 의사 결정 근거가 되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스티뮬레

이터, 프로토타입, 에뮬레이터 등을 포함하는 모

델을 정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모델번호(형식번호) | Model番號(型式番號) |

전력지원체계

Model Number

군수품(상용품 또는 해외도입품 포함)을 쉽게 식

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영문자+숫자로 된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의 경우 고유명칭에 해당한다. 

사례) K2

형상통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명에 부가하여 부여된 번

호로 알파벳과 숫자를 합하여 사용한다.

모듈 | Module | 행정공통

Module

1. 유사제품의 구성요소(부속품 및 결합체)중 공

통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 결합체

2. (1) 잘 정의된 한 가지 일을 수행하는 프로그

램의 논리적인 일부분. 주 프로그램은 논리적으

로 몇 개의 모듈로 나뉠 수 있다. 모듈은 여러 프

로그램 작성자에 의해 나뉘어 작성되는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모듈이 서로 모여 하나의 완전

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2) 큰 시스템 중 비교적 독립적인 한 부분을 말

한다.

모듈식 개방형시스템 | 모듈식 開放形시스템 | 

사업/계약관리

연합 전장환경에서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 

가능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에서 사용할 수 있으

며, 신속하게 변하는 전장 환경에 사용가능 하도

록 모듈식이면서 개방형인 특징을 갖는 시스템 → 

상용품 및 상용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주요 인터페

이스에 합의에 기반을 둔 널리 사용되는 표준을 

사용하여 시스템들과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면서 

쉽게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모듈화 | 모듈化 | 행정공통

Modularization

1. 증·창설 부대에 대한 군수 지원이나 우발 상

황 시 긴급 군수 지원 소요에 대하여 적시적 지원 

태세를 유지 및 지원함으로써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작전 및 전투 부대의 인력, 장비, 

물자, 시설, 근무 지원 소요를 제대별로 모두 충

족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지 않고 상급 부대에서 

표준 지원 부대를 편성하여 관리하다가 특정 임

무를 받은 예하 전술 부대에 필요한 기능별 표준 

지원 부대를 임무에 소요되는 만큼 편조하여 줌

으로써,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경제적, 효율적으

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때 표준 지원 부대를 편

성할 때 장비의 한 구성품(Module)처럼 어떤 부

대에 편조되더라도 부여된 지원 임무를 수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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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토록 편성하는 것을 Module화 편성이라 한다.

2. 임무 수행을 위한 장비의 구성품을 세트화시

킴으로써 전투 현장에서 즉각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모듈화 설계방법 | 모듈화 설계방법 | 정책/제도

Modular Design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정

확한 기능 단위로 분해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모

듈화하여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모바일 1회용 비밀 번호 

| Mobile 一回用秘密番號 | 사업/계약관리

Mobile One Time Password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등 이동단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비밀번호. 1회용 비밀번호(OTP)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으로 보안이 필요

한 모바일 단말에서 사용하는 OPT를 MOTP라 

한다. 공인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도 가능하다.

모바일 가상화 | Mobile 假想化 |

사업/계약관리

Mobile Virtualization

하나의 스마트폰을 가상화하여 두 대의 스마트

폰처럼 사용하는 기술. 개인용 스마트폰에 또 다

른 운영체체(OS)를 가상으로 생성하여 업무용으

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개인용 문자 메시지, 통

화 내역, 전화 번호 등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과

는 접근 경로를 차별화하여 정보가 보호될 뿐 아

니라, 이후 요금까지도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분

리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모방 전자 기만 | 模倣電子欺瞞 | 사업/계약관리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적을 기만하고 혼란시킬 목적으로 적의 전파를 

모방하여 적의 통신 및 비통신망에 개입하는 것

으로 모방통신기만과 모방 비통신기만이 있다. 

모방 통신 기만 | 模倣通信欺瞞 | 사업/계약관리

Imitative Communication Deception

소음 침투, 계획된 자료 침투 및 음어 침투를 이

르는 말. 아군의 모방 통신 기만 시도가 위장되

지 않고 노출되면 적에게 아군이 통신 정보를 취

득한 성공 정도를 알려 주게 된다. 통신 정보의 

성취도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모방 통신 기만 방

법 및 기술의 채용에 관한 통제 방책이 수립되어

야 하며 통신 정보의 성취 결과는 고의로 노출시

킬 때는 통신 정보에 의해 제공되는 가치보다 훨

씬 더 큰 전술 또는 전략적 가치를 지닐 때에 한

해서 노출이 가능하다.

모수 추정법 | 母數推定法 | 정책/제도

Parametic Estimation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변수 및 확장 모델을 사

용하여 과거실적자료와 기타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를 활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비용분석 방법

이다.

모의 | 模擬 | 정책/제도

실제의 것을 흉내 내어 그대로 해 보이거나 또는 

그런 일을 말한다.

모의 전자 기만 | 模擬電子欺瞞 | 무기체계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아군의 통신 체계 및 전자 체계에 대해 허위 장

소, 허위 부대 및 허위 노력으로 위장하거나 또는 

실부대, 실능력으로 위장함으로써 아군 부대의 

구성, 배치 및 능력에 대해 적이 오판(誤判)하도

록 하여 적이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데 혼란을 일

으키고 오류를 범하게 하는 기만 행위를 말한다.

모의사탄 관측 장비 | 模擬射彈觀測裝備 |

무기체계

Training Simulation Forward Observation

컴퓨터와 영상 화면을 이용하여 포병의 각종 사

격 절차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의 훈련하는 장비

를 말한다.

모의시험 | 模擬試驗 | 무기체계

A Sham[trial] Examination

실제의 상황 또는 유사한 환경여건 하에서 어떤 

무기체계 또는 조직, 절차, 방법 등을 구매하기 

전이나 혹은 편성하여 운용 전에 그 타당성과 적

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실험 표준구조 | 模擬實驗標準構造 |



186

모집단

정책/제도

M&S 분야의 국제연동 표준으로 M&S체계간, 또

는 M&S체계와 전투/C4I체계 간에 상호운용성

을 촉진하고 기관 간 모형의 재사용성을 향상하

기 위해 M&S체계가 준수해야 할 분산 시뮬레이

션의 표준연동기술구조를 말한다.

모집단 | 母集團 | 사업/계약관리

통계적인 관찰이나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신뢰도의 측정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표본을 

뽑아내는 바탕이 된다.

목록 | 目錄 | 전력지원체계

Catalog, Category, Inventory

1. 군수품에 대한 제원 및 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

과 체계에 따라 일목 요연하게 나열한 일람표로 

재고번호에 원자재, 품명, 형상현황 체계를 유지

한다.

2. 군수품에 대한 목록 관련 자료로서 목록화를 

통하여 생산된 각종 자료를 말한다.

목록 데이터베이스 | 目錄data base |

전력지원체계

Catalog List Data Base

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에 대한 제원 및 자료를 

일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일목 요연하게 나열

한 일람표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이르는 말

이다.

목록 자료 | 目錄資料 | 전력지원체계

Library

군수품에 대한 목록 관련 자료로서 목록화를 통

해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 (식별자료, 참조자료, 

관리자료, 특성자료 등)를 말한다.

목록화 | 目錄化 | 정책/제도

Catalog

1. 표준화된 체계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보급

품에 대한 분류 및 식별, 품명 및 재고번호, 특성 

및 관리자료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목

록화 대상품목은 군수품 중에서 반복하여 조달·

저장·분배 및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목록이란 군수품에 대한 제원 및 자료 등을 일

정한 형식과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일람표이며, 재고 번호에 원자재, 품명, 형상, 규

격 등 자료 관리를 할 수 있고, 예산 편성, 조달 

판단, 정비, 청구 등 각종 군수업무를 기록한 것

이다. 목록화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와 제

도화된 절차에 따라 군수품을 분류 및 식별, 품

명, 재고 번호를 부여하며, 특성 및 관리 자료 작

성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목록화 교범 | 目錄化敎範 | 정책/제도

Catalog Manual

1. 군수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자료로

서 군급분류번호, 탄약식별부호, 생산자 부호, 

지정품명, 품목식별지침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목록화 교범은 목록화 작업에 필요한 제반 기

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서 목록 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전산 검색 및 편수용 자료를 말한다. 보급

품의 목록화를 위한 지침이 되는 출판물로서 군

급 분류 번호집·탄약 식별 부호집·생산자 부호

집·지정 품명집·품목 식별 지침서 및 참조 번

호 체계집 등을 말한다.

목록화 자료 | 目錄化 資料 | 정책/제도

Catalog Data

군수품에 대한 목록화 요청 시 제출되는 각종 자

료(국방군수품 목록화요청서, 도면, 규격, 교범 

등)를 말한다.

목재용 도료의 종류 | 木材用 塗料의 種類 |

전력지원체계

1. 일반목재용 상도용·하도용(래커계 제외) : 일

반목재에 도장되며, 에폭시/아크릴/우레탄/알키

드 수지를 사용하여 목재로부터 송지 차단, 부착

성 향상, 샌딩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연

건조형 도료.

2. 일반목재용 상도용·하도용(래커계) : 일반목

재에 도장되며 목재로부터 송지차단, 부착성 향

상, 샌딩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자연건조형 

래커계 도료.

목적지 적재 인도 | 目的地積載引渡 | 정책/제도

지정된 목표지까지 계약업자가 수송비를 부담하

여 보급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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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운용 가용도

목표 가격 | 目標價格 | 사업/계약관리

Target Price

1.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국외 조달에 있어서 현재 거래 실례 가격이 없

는 경우 등 예정 가격 불비치 규정에 해당되어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협상이나 입찰시 경제적 조달의 기준이 되도록 

재무관이 설정한 가격을 말하며, 이는 과거 구매 

실적 가격, 각종 목록 자료, 국내·외 가용 Data 

Base, 간행물, 책자 등의 가용 정보를 종합, 분

석 및 비교하여 작성된다. ☞ 목표가(目標價)

3. 외자상업구매에 있어서 현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이나 입찰 시 가격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조달을 위하여 가격정보를 토대로 재무관

이 설정한 예상가격을 말한다.

목표 관리 | 目標管理 | 정책/제도

Management By Objectives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통합화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영학자에 의해 제창된 

관리 기법. 각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를 기본으로 

자기 관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전략 결정에서 일상의 관리 업무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 MBO(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비용 | 目標費用 | 정책/제도

Target Cost

1.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기체계

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간접비

를 포함한 총 사업비(TOC :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을 의미하며, 계

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사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고 운영유지단계의 경제성을 보장

하기 위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개발

단계 목표비용, 양산단계 목표비용 및 운영유지

단계 목표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개발 및 

양산단계에서는 운영유지단계까지의 목표비용을 

고려하여 개발·양산한다.

 이러한 목표비용은 정확한 비용분석을 통하여 

설정하되, 소요기획단계에서는 개략적인 목표비

용이 설정되며, 계획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은 탐

색개발 시, 구매사업은 선행연구 시보다 구체적

으로 설정되며, 예산단계에서는 목표비용 설정의 

최종단계로 판단, 확정적으로 설정하여 의사결정 

시 반영한다.

2. 획득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무기체계의 

개발, 양산, 운영유지에 소요되는 직접비와 간접

비를 포함한 총사업비(TOC: Total Ownership 

Cost)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 계획된 예산 범

위 내에서 개발 및 양산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고 운영유지 단계의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개발 단계 목표 비용, 양산 단계 목표 

비용 및 운영유지 단계 목표 비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TC(Target Cost)

목표 비용관리 | 目標費用管理 | 사업/계약관리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비용를 설정하고 전 사

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용유지비

용과 성능 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표

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 비용관리 제도 | 目標費用管理制度 |

정책/제도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ystem

공격적이고 달성가능한 비용목표를 설정하고, 전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산단가 및 운영유지

비용과 성능 간의 절충(Trade-Off)을 통하여 목

표비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표 소요 | 目標所要 | 정책/제도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

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이다.

목표 아키텍처 | 目標 architecture | 정책/제도

Objectives Architecture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 아키텍처, 운용 아

키텍처, 체계아키텍처, 기술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목표 운용 가용도 | 目標運用可用度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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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원가

Target Operational Availability

무기체계 및 장비의 규정된 운용조건 및 정비·

보급환경 하에서 운용할 경우에 임의의 시점에서 

무기체계 및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확률을 

운용가용도라 한다. 획득단계에서 설정한 운용가

용도의 소요를 말한다.

목표 원가 | 目標原價 | 사업/계약관리

Target Cost

1.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61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인부확정계

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이하 “유인부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

요소(이하 “유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2. 예정 가격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 실제 발

생 원가가 기초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과소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함께 예측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원가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총원가.

목표 이익 | 目標利益 | 사업/계약관리

Target Income

1. 유인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2. 목표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목표 회계연도 | 目標會計年度 | 정책/제도

Target Fiscal Year

회계 및 예산 순기에서 계획 목적상 예산 적용을 

지정한 회계 연도이다.

목표가 | 目標價 | 사업/계약관리

Target Price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

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 상업구매 품목을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

하기 위해 각종 가용한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

여 입찰이나 가격협상시 기준 또는 참고가 되도록 

계약관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을 말한다.

몬테 카를로 모의 실험 

| Monte Carlo模擬實驗 | 행정공통

Monte Carlo Simulation

알 수 없는 값의 추정을 결정하는 등의 무작위 통

계적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는 모의실험. 시뮬레이

션에 포함되어 있는 확률론적 모델들에 모두 난수

를 발생시켜 얻어진 수차례의 반복 시뮬레이션 결

과를 종합하여 실세계가 가지는 오차 범위를 예측

하는 시뮬레이션 기법(무기체계공통)이다.

무게 중심 | 무게重心 | 행정공통

Center Of Gravity

물체를 회전시키려는 중력에 의한 모멘트가 균형

을 이루는 물체 내의 점을 말한다.

무고장 선하증권 | 無故障船荷證券 | 정책/제도

Clean Bill Of Lading / Clean Form BL

선적 화물의 포장 상태, 수량 등에 대해 본선수

취증 적요란(Remarks)란에 결함 및 이상상태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한다.

무기 건의서 | 武器建議書 | 행정공통

Weapon a Petition

공격할 의도를 규정하고 무기의 특성을 건의하고 

예상되는 피해, 톤수, 신관, 공간, 요망하는 평균 

탄착점과 제공격의 간격을 설명하는 서면이나 도

면을 말한다.

무기 이전 | 武器移轉 | 정책/제도

Arms Transfers

1. FAA, AECA에 의해 미 정부에 의해 또는 사

기업이 외국정부, 외국기업, 국제조직에 직접적

으로 제공되는 훈련, 제조면허, 기술지원 및 기

술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쟁장구와 같은 

국방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

을 포함한다.

2. 정부 또는 사기업이 외국 정부, 외국 기업, 국

제조직에 직접으로 제공하는 훈련, 제조면허, 기

술 지원 및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무기, 탄약, 전

쟁 장구와 같은 국방 물자 및 용역의 이전 또는 

판매, 리스, 차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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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선정

☞ AT(Arms Transfers)

무기 효과지수 | 武器效果指數 | 무기체계

Weapon Effectiveness Indices

개별 무기체계에 대한 무기 효과를 측정하는 공

통 척도. 전투 상황에서 무기체계가 그 고유의 

목적, 즉 전투 효과를 실제로 달성하는, 또한 달

성이 예상되는 정도로 계산되며, 각종 무기체계

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전부 망라하고 상호 비

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지수화할 수 있다.

☞ WEI(Weapon Effectiveness Indices)

무기수출 통제법 | 武器輸出統制法 | 무기체계

Arms Export Control Act

1. FMS와 국방물자, 국방용역 및 훈련의 상용

판매에 대하여 규정한 기본법이다. AECA는 

FMSA(Foreign Military Sales Act)를 근간으로 

하며, 국제안보지원과 AECA(1976)의 개정시 이

름을 FMSA에서 AECA로 변경하였다.

2. 무기를 포함한 방산물자와 기술 및 서비스를 

통제하며, 미 국무부가 집행한다. 통제품목은 법

률의 집행명령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통제

목록(USML)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목록은 품

목의 명칭 위주로 되어있고, 기술적 특성과 사양

은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통제품목의 대

부분은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며 허가 시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의 지정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수출 후에 최종용도와 최종사용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통제품목을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품목을 수출

하기 위해서는 미 국무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등이 처해진다.

3. 미국은 1968년 대외군사판매법(FMSA)을 

1976년에 무기수출통제법으로 개칭하였다. 이 

법은 미국의 무기에 대한 국제무역을 감소시키는

데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대외군사판매는 이 무기

수출 통제법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체계 | 武器體系 | 무기체계

Weapon System

하나의 무기체계가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

요한 인원·시설·소프트웨어·종합군수지원요

소·전략·전술 및 훈련 등으로 성립된 전체체계

를 말한다.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戰

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

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통신 무기체계

 2. 레이더 등 감시·정찰무기체계

 3. 전차·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7. 대공유도무기 등 방호무기체계

 8. 모의분석·모의훈련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 

그 밖의 무기체계 <방위사업법령>

무기체계 기종 결정 | 武器體系機種決定 |

사업/계약관리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에 국외 도입으로 획득토

록 반영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험평가 결과와 

방위사업청 가계약서(기술협력생산 계획서 포함)

를 근거로 경제성, 계약 조건, 전력화 지원 요소, 

절충 교역 조건 등 기종 결정 요소를 비교 평가

하여 대상 무기체계중 획득할 무기체계의 기종을 

결정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각 군, 국직 

부대에서 수행한다.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 

| 武器體系및戰力支援體系 | 정책/제도

Weapons System and Force Support Systems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무기·장비·물

자 및 시설, 소프트웨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라 함은 유도무기·항공기·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

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라 함은 무기체계 외의 장비·부

품·시설·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

소를 말한다.

무기체계 선정 | 武器體系選定 | 사업/계약관리

Weapon System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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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설계 형상관리 정보체계

군사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군의 무

기체계소요에 대하여 운영 개념, 발전 추세, 적 무

기체계와의 비교 및 비용 대 효과를 분석하여 여

건에 부합되는 무기체계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체계 설계 형상관리 정보체계 

| 武器體系 設計形象管理 情報體系 |

사업/계약관리

Weapon system Information Integration for System 

Engineering and MANagement

개발 중에 생성되는 각종 기술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국과연 전용 정보체계이다. 국과연을 중심

으로 ‘97년에 연구개발 분야 DB설계 및 형상정

보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03

년 12월에 운영하기 시작했다.

무기체계 수명주기 | 武器體系壽命周期 |

정책/제도

Weapon Life Cycle

무기체계의 소요제기부터 폐기까지 해당 무기체

계를 전 과정을 포함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 武器體系硏究開發 |

사업/계약관리

Weapons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무기와 이에 관련되는 물적요소와 인적요소의 종

합적인 무기체계 획득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 단독 또는 외국과 협

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

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

을 말하며, 연구개발의 종류는 체계연구개발과 

체계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부품 연구개

발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추진형태는 국내 연구

개발과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구분한다.

무기체계 적용 범주 | 武器體系適用範疇 |

정책/제도

무기나 군사 작전에 직접 운용되는 주요장비 및 

물자이며, 그 범주는 별도로 정한 무기체계기능

별 세부 분류에 포함된 장비/물자로서 무기체계

획득 관리 절차를 적용 받는 범위를 말한다.

무기체계 정보 | 武器體系情報 | 정책/제도

Weapon System Information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 분석, 

절충교역,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해외업체 현황 

등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수집·분석·가공된 정

보를 말한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 武器體系 核心 部品 國産化 開發 支援事業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핵심부품 국산화개

발 비용과 협력기관의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비

용 중 일부를 국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기체계 획득정보 | 武器體系獲得情報 |

사업/계약관리

Weapon System Acquisition of Information

무기체계에 대한 가격, 성능, 비용 대 효과 분석, 

절충 교역,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해외 업체 현

황 등 무기체계획득을 위해 수집·분석·가공된 

정보를 말한다.

무기체계 효과분석 | 武器體系效果分析 |

정책/제도

Weapon System Analysis of Effect

무기체계획득에 의하여 발생하는 총체적 가치

(Total Value)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획

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기술적인 성장 자료와 

전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전 운용시 임무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무기체계의 효과 분석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하여 파생되

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간접적인 효과 분

석도 포함된다.

무베어링 로터 허브 | 無Bearing Rotorhub |

사업/계약관리

Bearingless Rotorhub

일반적인 관절형 로터 허브의 경우 블레이드의 

페더링, 플래핑, 리드-래그 운동을 위한 각각의 

힌지가 존재한다. 무베어링 형태의 로터 허브는 

페더링 힌지, 플래핑 힌지와 리드-래그 힌지가 

없는 형태로서 완전한 무힌지이다. 이러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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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대리점

는 충분한 피로강도를 가진 복합재료의 탄생으로 

가능해졌으며, 힌지가 없으므로 기계적으로 단순

한다.

무상 대부(대여) | 無償貸付(貸與) |

사업/계약관리

Free Loan/Free Rental

국외계약자가 생산 또는 시험용 장비 등을 절충

교역 조건으로 국내업체 등에 빌려주고, 사용목

적 달성 후 다시 회수해 가는 것을 말한다.

무상 원조 | 無償援助 | 정책/제도

Grand Aid

일명 증여라고도 말하며 이는 상환 조건이 전혀 

없이 군원 물자 및 용역을 수원국에 제공하는 형

태이다. 무상 원조는 우방 국가 중에서 그 나라

의 경제 부담 능력을 초과하여 방위력을 유지하

여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

다. 무상 원조는 상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조 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

이 붙어있다.

무상 제공 | 無償提供 | 정책/제도

해외 계약자가 시설, 장비, 공구 등을 절충 교역

으로 소요군이나 국과연 및 업체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

에 속한다.

무선 인식 주파수용 칩과 안테나 

| 無線認識周波數用chip--antenna |

전력지원체계

RFID Chip And Antenna 

사물에 부착되어 사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칩과 안테나로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

선 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무선 전자입찰 | 無線電子入札 | 전력지원체계

Wireless Electronic Bidding

이동개인정보 단말기(휴대폰, PDA 등)를 이용하

여 무선통신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서 입찰

서 전송 등 제한된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입찰을 

말한다.

무선 정보 | 無線情報 | 전력지원체계

Wireless Information

적이 사용하는 무선 전파를 엿들어 알아낸 정보. 

적의 무선소 위치, 주파수 대역 따위의 무선 운

용에 관한 정보가 이에 속한다.

무선 침묵 | 無線沈默 | 행정공통

Radio Silence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무전기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일정 기간 사용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 목적상 또는 기만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무선 항법 방해 | 無線航法妨害 | 전력지원체계

Radio Meaconing

항행 혼란을 목적으로 무선 비콘 신호를 수신하

여 동일 주파수로 재방송하는 체제를 말한다.

무선 항행 | 無線航行 | 전력지원체계

Radio Navigation

무선 전파로 조종하는 항공기, 함정 따위의 항행.

무역 거래조건 | 貿易去來條件 | 정책/제도

Trade Terms of Business

무역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출하지 인도조건: 공장인도조건(EXW)

2. 운임미지급 조건: 운송인 인도조건(FCA), 선

측인도조건(FAS), 본선인도조건(FOB)

3. 운임 지급조건: 운임포함조건(CFR), 운임/보

험료 포함조건(CIF), 운임지급조건(CPT), 운임/

보험료 지급조건(CIP)

4. 도착지 인도조건: 도착터미널조건(DAT), 도

착장소인도조건(DAP), 관세지급인도조건(DDP)

무역 대리업자 | 貿易代理業者 | 정책/제도

Trade an Agent

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되

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외국의 수입 업자 

또는 수출 업자의 지사 또는 대리점 포함)를 말

한다.☞ 오퍼상(Offer 商)

무역 대리점 | 貿易代理店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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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지

Trade Agent Company

외국 수출입 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물품

을 수출입함에 있어 그 계약의 체결과 이에 부대

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무역 대리상(貿易代理商)

무역 수지 | 貿易收支 | 정책/제도

Balance Of Trade

상품의 수출입으로 생기는 외국과의 대금의 수불 

관계, 즉 수입에 의한 대외 지출과 수출에 의한 

대외 수입을 합쳐 무역수지라 한다.

무역 중개업자 | 貿易仲介業者 | 정책/제도

Agent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하에서 적

법하게 설립 되거나 조직된 법인으로서, 매도인

의 국내지사, 부서, 자회사, 모회사 또는 승계인

이 아닌 자 이면서 매도인이 지배적 지분 혹은 주

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로서, 본 계약과 관련하

여 자신의 재량과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채용되어 

부칙1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수료 등 대가를 받고 외국의 업체가 방위사

업청과의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계약체결과 이

에 부대되는 행위를 하도록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무인 비행체 | 無人飛行體 | 무기체계

Unmanned Aerial Vehicle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

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이 가능한 비행체. 초기에는 군사 목적

의 무인 비행체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환경 감시, 기상 관측, 민간 통신 중계 

등의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무인 정찰기 | 無人偵察機 | 무기체계

Unmanned Surveillance Vehicle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비행

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전자장치에 의해서 자동

조종·원격조종되며, 목표 상공에서 항공기 내에 

장치된 자동 카메라로 목표를 촬영하거나 TV카

메라로 영상을 기지에 송신한다. 군사정찰 외에도 

기상관측·학술조사의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무인 항공기 | 無人航空機 | 무기체계

Unmanned Aerial Vehicle

원격으로 조종되는 자동 및 반자동 항공기 및 해

당 운용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무장(예, 순항 미

사일)같은 일회용으로 설계된 항공기는 포함되

지 않는다. 운용시스템은 항공기 내에 또는 원격

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를 위한 지상통제소의 일

부로 설치될 수 있다. 여기서의 시스템에는 항공

기뿐만 아니라 지상통제소, 데이터 링크, 비행

조종 시스템, 통신시스템/링크 등이 포함된다. 

(NAVAIRINST 13034.2)

무인화 기술 | 無人化技術 | 사업/계약관리

Unmanned Technology

운용 요원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기

술. 컴퓨터 및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주행, 식별, 사격 등 전투 및 전투 지원에 필요한 

행동 등이 인간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다.

무작위 표본 | 無作爲標本 | 사업/계약관리

Random Sample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개체 혹은 단위 분

량이 그 어느 것이나 같은 확률로 추출된 표본을 

말한다.

무장 기술 | 武裝技術 | 행정공통

Armament Technology

적의 목표물에 대해 사격 통제, 장전, 구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격하는 파괴 수단을 제공하는 기동 

차량의 핵심 기술. 하부 기술로 주포 설계 기술, 

주퇴력 제어 기술, 크롬 도금 기술 등이 있다.

무정전 전원장치 | 無停電電源裝置 |

전력지원체계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전원 차단 시 자동으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 이를 통해 장비를 보호할 수 

있다.

무조건 항복 | 無條件降伏 | 행정공통

Unconditional Surrender

교전 중의 군대, 함대 또는 국가가 군사, 무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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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과제

위 일체를 무조건 적에게 내맡기고 항복하는 일

을 말한다.

무지향성 안테나 | 無指向性antenna |

전력지원체계

Non-directional Antenna, Omnidirectional Antenna

수평 방향으로 360° 전 방향으로 고르게 전자파

가 방사되는 안테나를 말한다.

무한 권리 | 無限權利 | 사업/계약관리

Unlimited Rights

어떤 목적을 위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기술자

료를 일부 또는 전부 복사, 배포, 공개, 사용하거

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무힌지 로터 허브 | 無Hinge Rotorhub |

전력지원체계

Hingeless Rotorhub

일반적인 관절형 로터 허브의 경우 블레이드의 

페더링, 플래핑, 리드-래그 운동을 위한 각각의 

힌지가 존재한다. 무힌지 형태의 로터 허브는 플

래핑 힌지와 리드-래그 힌지가 없는 형태로서 

완전한 무힌지는 아님. 제거된 플래핑 및 리그-

힌지는 구성품의 탄성변형을 통해 그 역할을 대

신한다.

묶음단위 | 묶음單位 | 전력지원체계

Pack

몇 개의 작은 필드들을 1개의 큰 필드로 조합하

거나 통합하는 단위를 말한다.

문무 | 文武 | 무기체계

한국형 항만감시체계를 말한다.

문서 가용성 부호 | 文書 可溶性 符號 |

전력지원체계

품목에 대한 기술자료의 형태 및 가용성 정보를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문서 관리 카드 | 文書管理 card | 행정공통

Document Management Card

문서의 작성, 검토, 결재, 등록, 공개 등 문서처

리의 전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카드를 말한다.

문서 식별부호 | 文書識別符號 | 행정공통

Document Identifier Code

전산 입력 문서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호로서, 이 

부호에 의거 입력 문서가 처리되고 요구되는 출

력 문서가 생산된다. 통상 3자리의 문자 및 숫자

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 유형 정의 | 文書類型定義 | 행정공통

Document Type Definition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SGML) 규약에 근거

한 전자 문서를 구성하는 세 부분 중의 하나로, 

두 번째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문서 실현치(實

現値)에서 사용하는 교정용 기호(markup)를 

SGML로 정의한다. 태그의 이름, 계층 구조 및 

속성 등이 정의된다.

문서체계 | 文書體系 | 행정공통

Document Architecture

1. 구성부와 내용부의 집합이라는 관점에서 문서

의 구조를 정의하며, 구성 요소와 속성이라는 관

점에서 문서의 표현을 정의하는 규칙을 말한다.

2. 명세 논리 구조, 명세 배치 구조, 일반적 논리 

구조, 일반적 배치 구조 등의 구조를 하나 또는 

복수의 집합으로 이루는 문서의 구조 정보를 말

한다.

문서함 | 文書函 | 행정공통

Document Box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

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한다.

문장 커버리지 | 文章 커버리지 | 사업/계약관리

Statement

코드 실행률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당 코드가 최소 1번 이상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문제 과제 | 問題課題 | 행정공통

Task Problem



194

물가 변동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

한다.

물가 변동가 | 物價變動價 | 사업/계약관리

물가 지수 산출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물가 변동

율을 목표가 선정 기준 가격에 곱하여 산정된 가

격을 말한다.

물가 변동률 | 物價變動率 | 사업/계약관리

Price Fluctuation Rate

실적 품목의 계약 시점 또는 목표 가격의 작성 

시점과 목표가 산정 시점까지의 기간 중 해당 국

가 해당 품목·품류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하

며, 최근 구매 실적 시점 또는 기타 목표가 산정

의 근거로 한 가격 정보의 기준 시점으로부터 목

표가 산정시까지 해당국 해당 제품의 가격 변동

률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 物價變動으로因한契約金額의調整 |

사업/계약관리

Adjustment By Fluctuations In Prices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

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비목

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

약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불공평

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

을 도모코자 하는 것(일명, Escalation이라 함)

이다.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방법은 그 반영폭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대별되

는데, 계약 금액(또는 잔여 이행 금액)을 기준으

로 이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

하는 이른바, 전체 금액 조정 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 품목의 가격 변동만을 반

영하는 개별 품목 조정 방법이 있다. 전자는 장

기간에 걸친 통상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보

편적 조정 방법인 반면, 후자는 유가 인상과 같

이 급격한 인플레로 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

우 이를 반영하는 다소 예외적인 조정 방법이다. 

물가 변동이 있더라도 일정한 기준 이상의 변동

만 조정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일본과 같이 

1.5%인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5%로 하

고 있다. 

물가 조사 | 物價調査 | 사업/계약관리

Price Research

1.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거래 형태별 시중 가격

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가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격조사기

관의 조사공표가격,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

을 직접조사 또는 간접조사, 면접질문조사 또는 

통신수단에 의한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물가 조정 단가 계약 | 物價調整單價契約 |

사업/계약관리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

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

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

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한다.

물가 지수 | 物價指數 | 행정공통

Price Index

각개 상품의 값은 가격이며 이를 종합하여 전체

로서 말할 때 물가라 하는데,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는 종합지수를 말한다. 이는 일정

한 기간 동안에 물가가 얼마만큼 변동하였는가

를 나타내어 주는데 일정한 기준시점, 즉 연도나 

월에 대한 지수로 표현된다. 이에는 도매물가지

수, 소매물가지수, 무역물가지수 및 수입 물가지

수 등이 있다. 특히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계

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종류와 그 중요성에 따른 

비중, 즉 가중치를 결정하고 이들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나타내는 물가지수를 소비자물가

지수(CPI) 또는 생계비지수(Cost Of Living)라 

한다. 물가지수 계산방법은 단순종합지수법, 가

중평균지수법 및 가중총화지수법 등이 있으며, 

가장 많이 쓰는 가중총화지수법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물가지수=(((각상품 거래량 x 비교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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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관리

격)의 합계)/((각상품 거래량 x 기준 시 가격)의 

합계)) *100

물권 | 物權 | 행정공통

Real Rights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

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

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

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

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 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

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

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물량 조정 사업 | 物量調整事業 | 사업/계약관리

기계획 사업 중에서 연도 변경없이 목표량만 조

정된 사업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 정보 시스템 | 物流情報體系 |

사업/계약관리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원재료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의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제품의 흐름 과정 및 이와 관련되어 발생하

는 정보, 자료를 물류 관리의 목적에 알맞게 처

리하고 가공하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

스템을 말한다. 

☞ LIS(Logistics Information System)

물리 모델 | 物理Model | 사업/계약관리

Physical Model

모델의 물리적인 특성이 모델화 하려는 시스템의 

물리적인 특성과 닮아있는 모델로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기호적인 표현형식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는 차량 시뮬레이터 등에 사용되는 차량 동

력학 모델이 있다.

물리적 데이터 모델 | 物理的 데이터 모델 |

정책/제도

Physical Data Model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의 물리

적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독립된 요구사항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물리적 아키텍처 | 物理的아키텍처 | 정책/제도

Physical Architecture

물리적 구조(하드웨어) 기반의 아키텍처로 기능

적 아키텍처와 구분되는 의미로 활용된다.

물리적 형상 확인 | 物理的形象確認 |

사업/계약관리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생산공정에서 RAM이 저하되지 않음을 보증하기 

위해 공정, 품질관리시스템, 측정, 시험장비 및 

훈련이 적절하게 계획, 이행 및 통제됨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관련 설계문서가 계약에 명시된 품

목과 물리적 형상 측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기 

위한 검토를

말한다.

물물 교환 | 物物交換 | 행정공통

Barter

원시시대에 다른 씨족간(氏族間)의 재화교환은 

언제나 이러한 물물교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서

로의 경계선에서 은밀히 하였기 때문에 침묵교환 

또는 침묵무역이라고도 하였다. 물물교환은 교환

가치의 비교, 수량분할 등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므로 점차 소금·면포·쌀·조개껍데기 

등과 같은 실물화폐(實物貨幣)가 교환수단이 되

었으며, 이것이 발달하여 후일의 화폐가 되었다.

물자 | 物資 | 행정공통

Goods, Materiel

물건을 만드는 재료 또는 재료를 활용하여 생성

된 산출물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군에서 광의

의 개념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모

든 장비 및 물품을 의미하며, 군에서 협의의 개

념은 장비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한다. 

☞ MTL(Materiel)

물자 관리 | 物資管理 | 행정공통



196

물자 동원

Material Management

1. 확인 기능, 분류, 표준화, 요구사항 결정, 조

달, 검사, 품질통제, 포장, 저장, 분배, 처분, 정

비, 기동계획, 산업준비계획, 품목관리 분류를 

포함하는 물자와 관련된 군수분야의 지시 및 통

제. 이는 물자통제, 재고 통제, 재고관리 및 보급

관리를 포함한다.

2. 물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획, 조정, 지시 및 통제하는 모든 절차와 방책

을 말한다. ☞ MM(Material Management)

물자 동원 | 物資動員 | 행정공통

Material Mobilization

전시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의 자원을 국가 안전 보장 목표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국가 권력 작용을 말

하며, 물자 동원의 목표는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사태시 소요되는 물자를 적기 적소에 동원하여 

군사 작전 소요를 충족시켜 지원함으로써 전쟁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물자 보유 목표 | 物資保有目標 | 행정공통

Materiel Possession Objective

현행 작전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대량의 물자를 말한다.

물자 보충 지속량 | 物資補充持續量 | 행정공통

Material Pipe Line

보급체계에 있어서 물자를 대치하는 데 있어 재

보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목표량을 말한다.

물자 분류 그룹 | 物資分類 그룹 |

사업/계약관리

Comodity Group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유사한 적용이나 유사한 

보급관리방법을 가진 품목의 분류 또는 범위를 

말한다.

물자 소요 | 物資所要 | 행정공통

Materiel Requirements

1. 부대를 장비시키고, 이를 운용하며 정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품목의 수량을 말한다.

2. 특정 기간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을 유

지하고, 물자 보충량을 제공하며 정비하는 데 소

요되는 장비나 보급품의 수량을 말한다.

물자 인도 명세서 | 物資引渡明細書 | 정책/제도

Delivery Listing

해당 기간 중에 구매국에 인도된 FMS 물자에 대

한 재고 번호, 수량, 금액, 청구 번호를 차변 및 

대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문서.

물자 준비 태세 | 物資準備態勢 | 행정공통

Materiel Readiness

전시 활동 또는 우발 사태, 재난 구호(홍수, 지진 

등) 기타 긴급사태를 지원함에 있어서 군사 조직

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가용성을 말한다.

물자 취급장비 | 物資取扱裝備 | 전력지원체계

Material Handling Equipment

물품취급장비라고도 하며 저장 및 물품취급용 

장비로서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보급품을 취급하

는 데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게차, 크레인, 롤러식 운반기, 화물용 차량 등

이 있다.

물적 담보 | 物的擔保 | 사업/계약관리

Mortgage Bond

특정의 재산에 의한 채권의 담보로서 인적 담보

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적 담보는 그 물건의 

객관적 가치가 유지되는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에 현재 경제조직에서는 인적 담보보다 

훨씬 중요한 작용을 한다. 관청 계약에 있어서는 

각종 보증금, 즉 입찰 보증금, 계약 보증금, 차액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등이 물적 담보에 해

당된다.

물품 | 物品 | 정책/제도

Commodity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

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

은 제외한다.

(1)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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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리법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

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물품 관리 | 物品管理 | 정책/제도

Materiel Management

군수품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용을 위하여 계

획, 조정, 지시 및 통제하는 모든 절차와 방책을 

말하며, 군수품 관리법상의 관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물품이 쓰일 때의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래의 관리 

범위는 물품의 출납 보관에만 주안점을 두었지만 

군수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의 취득으로부터 처분

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군수품관리법에서 물품의 관리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킨 것은 단지 물품의 재산 가

치를 보유하기 위해서라는 소극적이고 한정된 관

점으로부터 물품의 효용을 확보하여 이것을 적극

적으로 군작전 임무 수행에 가장 적정하고 효율

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물품 관리 공무원 | 物品管理公務員 | 정책/제도

Material Managing Official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거나 대리 또

는 분담하는 자로서 물품 관리관, 물품 출납공무

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

다. 물품 관리법은 물품에 관계하고 있는 공무원

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자의 책임

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협의의 물품관

리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

를 위임받거나 대리 또는 분담하는 자로 물품 관

리관, 물품 출납공무원, 물품 운용관과 그 대리

자 및 분담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변상 책임이라

는 특수한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둘째, 물품 관

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여

기에는 전술한 물품 관리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변상의 

책임이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까지 부과

되어 있다. 셋째, 물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행위 제한의 구속(국가 

물품의 양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로서 전술한 

첫째와 둘째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

무원으로서 물품 조달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

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당해 

물품에 관한 지출에 관계하는 기관 등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공무원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품 관리관 | 物品管理官 | 정책/제도

Material Manager

군수품 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각 중앙 관

서의 장으로부터 물품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

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물품 관리

관은 대리 물품 관리관, 분임 물품 관리관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물품 관리관은 물품

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야 하

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만약 초래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 관리관의 수임 

사무는 다음과 같다. 군수품 관리에 대한 업무는 

소관 물품의 관리 계획 수립, 물품의 출납공무원

과 물품 운용관 지휘 감독, 관리회계 제도 업무 

시행 감독, 물품의 출납 명령권 행사, 재물 조정 

보고의 승인 업무, 군수품 관리 업무의 위임이

다. 자격으로는 영관급 이상 장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이다.

물품 관리법 | 物品管理法 | 정책/제도

Commodity Management Act

1962년 1월 법률 제992호로 제정·공포된 후 수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

(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① 현금, ②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기탁

하여야 할 유가증권(有價證券), ③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군수품(軍需品)의 관리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군

수품관리법)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일반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이 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물품의 분류 및 표준

화, 물품의 관리기관, 물품의 취득·보관·사

용·처분·자연소모와 관급(官給) 등 물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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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명세서

리 및 보칙 등 5장으로 나뉜 전문 49조와 부칙으

로 되어 있다.

물품 명세서 | 物品明細書 | 정책/제도

Inventaire

물품명세서는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

자)에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통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다.

동일한 사업자나 거래처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주고받고, 일정 기

간(통상 1개월)의 거래를 합하여 월 합계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으면 된다.

여러 가지 형태의 명세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따라서 

물품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한다.

물품 번호 | 物品番號 | 전력지원체계

창안품에 대해 식별, 분류, 자산 관리 및 유지를 

위해 군수사령부에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물품 운용관 | 物品運用官 | 행정공통

Material Employer

물품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

무원을 말하며, 물품의 사용을 위한 청구, 수령, 

보관, 불출과 사용 부적품 및 손망실품 파악 조

치, 사용자의 사용 실태 파악, 물품 운용부 비치 

운영 등의 책임을 지며 자격은 장교 또는 중·상

사 및 7급 이상 공무원이며, 통상 단위 부대장(중

대장)으로 임명.

물품 인계서 | 物品引繼書 | 정책/제도

주로 국외 조달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화물이 

선박에 의하여 수송되어 항구에 양륙되었다가 수

하인에게 인계할 때 사용하는 물품 명세서이다.

물품 출납공무원 | 物品出納公務員 | 정책/제도

Material Accounting Official

물품 회계직 공무원으로서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을 말하며 주요 책임은 물품의 수령, 분출, 보관 

및 반납 업무, 사용 부적합 및 손망실품 파악 조

치, 계정 및 기록성 유지, 물품 출납부 비치 운영

이다. 자격은 장교, 준사관, 7급 이상 공무원이나 

군무원, 예외적으로 위의 자격자가 없는 소규모 

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의 인도 | 物品의 引渡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of Commodity

본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붙

임 4에 명시된 인도조건과 일정에 의거한 유형물

품의 인도뿐만 아니라, 붙임 4에 명시된 이행 일

정, 조건, 절차 등에 의거한 교육, 용역 등 무형

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

미 국방 안보협력본부 | 美國防安保協力本部 | 

정책/제도

국방차관보(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의 

정책지시하에 국방부차원에서 미 군사지원프로

그램을 위한 행정적인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미 국방 협력사무소 | 美國防協力事務所 |

정책/제도

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안보지원기능의 이행을 위한 3명의 미군과 미 국

방부 민간인 멤버에 제한된 안보지원조직, 필요

한 곳에는 외교공관의 대표가 이런 기능을 수행

하기 위해 3명의 추가적인 멤버를 요청할 수 있

다. ☞ ODC(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미 국방부 계약법 분쟁위원회 

| 美國務部 契約法 紛爭委員會 | 사업/계약관리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미 정부계약에 포함된 분쟁조항을 심의하는 

SECDEF나 국방부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말한다.

미 국방부 자료정리 시스템 

| 美國務部 資料整理 시스템 | 사업/계약관리

DOD Activity Address Directory System

DODAADS는 데이터 요소, 식별부호, 물자청구, 

확인표시, 선적서류준비, 대금청구 및 유사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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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조직활동의 명확한 주소등을 제공한다.

미 국방부 직접 차관 | 美國務部 直接借款 |

정책/제도

DoD Direct Credit

FMS 구매목적으로 동일목적의 예산 또는 가용

한 계좌로부터 직접 자금조달된 장기신용자금을 

말한다.

미 국방부 채권 | 美國防部債券 | 정책/제도

DoD bond

국방부 채권은 1985년부터 시작된 자금조달 프

로그램이다. 자금은 연간 해외운영법률 제정으

로 국회가 예산을 마련하며 환급이 없는 원조

(grant) 또는 환급해야하는 대출(loan) 형태로 

제공된다.

미 군사 물자 및 용역 목록 

| 美軍事物資 및 用役目錄 | 정책/제도

Military Assistance Program(MAP),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 in ing ( IMET) ,  Fo re ign  Mi l i t a ry 

Sales(FMS)의 계획 및 프로그램화에 사용된 물

자, 용역, 훈련의 목록. 분리된 MASL은 과정확

인, 과정 가용성, 가격, 훈련지속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FMS훈련 및 IMET를 위해 유

지된다.

미 군수지원 협정 | 美軍需支援協定 |

사업/계약관리

U.S Cooperative Logistics Arrangements

미국과 우방국간의 군수지원에 대한 지원, 정의 

또는 이해에 대한 수단을 제공하는 상호 절차 협

정(cooperative logistics arrangements)과 이

행절차(supplementary procedures).

미 해상 수송사령부 | 美海上輸送司令部 |

행정공통

Military Sealift Command

전 세계적인 미군 해상 수송 기구로서 해군 현역 

부대의 하나이며 지휘관은 해군 참모 총장에게 

직접 책임을 짐. MSC의 임무는 승인된 우발 계

획이나 전면 전쟁 계획 또는 기타 비상사태를 지

원하는 데 즉각적인 해상 수송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 

| 美國國立computer保安center | 정책/제도

U.S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미 국  국 방 부  산 하 의  국 가  보 안  기 관

(NSA:National Security Agency)의 하부 조

직의 하나.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망의 보안 규

정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이 센터에서 제정한 컴퓨터 보안 평가 지침서

(TCSEC)라고 하는 규정은 오렌지 북(Orange 

Book)이라고 불리는 국방부 표준 문서에 규정

되어 있으며, 이것을 컴퓨터 통신망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은 레드 북(Red Book)이라고 불리는 

NCSC 표준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표1 참조). 이

들 보안 규정에서는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망의 

기밀 정보 보호 능력을 포함한 보안 등급을 최고 

등급인 A1에서부터 최하 등급인 D까지의 7등급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U.S NCSC(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미국 국방 계약 감사국 | 美國國防契約監査局 |

정책/제도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계약자가 조건에 맞는 회계 시스템을 설계 및 적

용하는지 감독하는 미 국방부의 기구. 우리나라

의 감사원,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해

당된다. ☞ DCAA(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미국 국방 수송체계 | 美國國防輸送體系 |

정책/제도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미국 국방부 산하 수송 기구이며, 미국 국방부가 

운용하는 민간 수송 수단을 포함한 수송 체계를 

말한다.

미국 국방 에너지 지원본부 

| 美國國防 energy 支援本部 | 정책/제도

미국 국방부 및 기타 정부 기관에 효율적인 에너

지 지원 방안을 제시해 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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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국방부 소속 기관이다.

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 美國國防部獲得體系 |

정책/제도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미 국방부 내에서 계획, 설계, 개발, 획득, 유지, 

처리되는 모든 장비, 시설 및 용역에 대한 표준

화된 관리 체계이며 이 시스템은 임무 요구를 서

류화하고 기준선과 이행 목적을 설정하며, 획득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고, 획득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하며, 획득 검

토 과정을 통제하고 지시하며 군수 및 그 관계를 

개발, 평가, 계약, 승인된 프로그램의 이행 상태

를 감독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획

득을 통제하는 정책과 실행을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포함한 미 국방부 획득 체계를 말한다.

☞ DODAS(Depar 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미국 국방조달규정 | 美國國防調達規定 |

정책/제도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군수물자 

조달 규정이다. ☞ DAR(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군용 표준서 | 美國軍用標準書 | 정책/제도

미군 방사선 생물학 연구소341미국 국방부 표준

화 정책에 따라 국방부에서 제정한 표준서이다. 

군용 표준서는 계약상 필요조건을 규제하는 직접 

매개체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용 규격서와 마찬

가지로 군용 표준서에도 한정 군용 표준서와 공

통 군용 표준서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군용 

표준서는 다른 단체 기관의 표준서와 완전히 같

은 것은 다시 제정하지 않고 다른 단체 또는 기

관의 표준서를 심의한 후 그대로 채택하여 활용

한다.

미국 연방 항공국 | 美國聯邦航空局 | 정책/제도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운수성 하부 기관으로 항공수송의 안전 

유지를 담당한다. 미국 내에서의 항공기의 개

발, 제조, 수리, 운행 허가 등은 이곳의 승인 없

이는 실시할 수 없다. 항공사에 대한 감찰, 감

리, 비행 승인, 안전도 등 항공기와 관련한 거

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

사들은 FAA의 규정을 따라야 여객 업무가 가능

하다. 항공관제 업무, 민간 항공기의 안전 향상

(항공기의 설계, 승무원의 훈련, 기체의 정비 계

획), 민간 항공 기술의 개발 지원, 민간 및 국가 

우주 항공에 관한 기술 개발이 있어 주로 항공기

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로켓, 인공

위성을 취급하는데 FAA-AST(Administrator 

for 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가 관련 기관이다. ☞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 항공국(聯邦航空局)

미국 표준협회 | 美國標準協會 | 정책/제도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의 규격·공업 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기

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미국 대표 단체이

다. 주요 규격 작성 기관이 제정한 규격 중, 미

국 전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ANSI의 

규격 번호를 부여하여 ANSI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다. ANSI의 규격이나 원안은 ISO의 초안으

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ISO로부터 초안 작

성을 위촉 받을 때도 있다.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 표준화정보체계 | 美國 標準化情報體系 |

정책/제도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ystem

국방부에서 사용되는 표준화 문서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ASSIST는 정부 표준화 문서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접속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 | 美國航空宇宙局 | 정책/제도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의 비군사적 우주 개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정부 기관. 약칭은 NASA이다. 1915년에 설립

된 NACA(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미국항공자문위원회)를 1958년에 

개편하여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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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산 채무보전자금

미달 초과율 | 未達超過率 | 사업/계약관리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품질특성이 계약 기술 요구

조건(규격치)에 비해 미달(초과)되는 비율을 말

한다. 다만, 규격치 미달의 경우는 규격의 하한

치, 초과의 경우는 규격의 상한치를 말한다.

•미달(초과)율 = ┃규격치 - 분석(검사)치┃ / 

규격치 ×100(％)

• ┃ ┃: 절대치 

미래 창조 과학부 | 未來創造科學部 | 정책/제도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끈다는 가치 아래 새로 출범한 중

앙행정기관이다. 1967년 3월에 설치된 과학기술

처를 모체로 한다. 과학기술처는 1998년 2월 과

학기술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 2월 과학기술부

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

가 설치되었다.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

라 폐지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관련 업무

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업무, 지식경제부의 

일부 업무가 이관되어 미래창조과학부가 설치되

었다.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

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

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

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

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

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조직은 장관 밑에 2명의 차관과 4실·조정관(미

래선도연구실·방송통신융합실·기획조정실·

과학기술조정관), 6국(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

발조정국·성과평가국·정보화전략국·정보통

신산업국·통신정책국),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

획관을 포함한 15관, 64과·담당관 등으로 이루

어져 있다. 제1차관이 과학기술조정관·미래선

도연구실·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조정국·

성과평가국 등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제2차관은 방송통신융합실·정보화전략국·정

보통신산업국·통신정책국 등 ICT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소속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

학관 등이 있으며, 별도기구로 지식재산전략기획

단·대경과기원과학관건립추진단을 두고 있다.

미분배 원가 | 未分配原價 | 사업/계약관리

Undistributed Cost

항목별로 할당되지 않은 미분배 예산을 말한다.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 Missile技術統制體制 |

정책/제도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 로켓장치, 무

인항공기 및 이들 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설

립된 다자간 협의체로서 발족당시에는 미사일의 

핵무기 탑재 가능성이 그 통제 기준이 되었지만, 

현재는 생물무기, 화학무기의 탑재가 가능한 소

형 미사일까지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미수령품 | 未受領品 | 정책/제도

적송 현황 통보서 혹은 대금 청구서 및 물자 인

도 명세서를 접수한 후 120일이 경과하여도 목적

지에 도착하지 않은 미도착 물자를 말한다.

미접수 케이스 | 未接受case | 사업/계약관리

Unaccepted Case

LOA 상 명시된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FMS 케

이스를 말한다.

미지급금 | 未支給金 | 사업/계약관리

Amount Payable

지급기일이 도래하여서 지급 채무가 성립하였지

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무를 말한다.

미집행액 | 未執行額 | 사업/계약관리

배정된 예산을 당기 또는 당해연도에 완전히 집

행하지 못하고 다음 기 또는 다음 해에 이월되거

나 불용액으로 처리하여 반납되는 금액이다.

미청산 채무보전자금 | 未淸算 債務保全資金 |

사업/계약관리

Unliquidated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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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단위계

최종 정산금액과 케이스 조기종결에 따른 가정산 

금액간의 발생 가능한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케이스 조기종결 가정산계정(Accelerated Case 

Closure Suspense Account)에 입금되는 금액

을 말한다.

미터 단위계 | Meter 單位系 | 사업/계약관리

Meter system of units

미터 단위계는 국제도량측정국(International 

Bureau of Weights and Measures)의 국제단

위계(Le System International d’Unites(SI))에 

기초를 한 국제단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에 의해 규정된 기본적인 측정 시스템이

다. 이 단위들은 IEEE 268에 수록되어 있다.

미확인 신용장 | 未確認信用狀 | 정책/제도

Unconfirmed LC

발행 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이라고 부른

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

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신용장 

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

한다는 취지의 확인 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

용장이 미확인 신용장이다. 미확인 신용장이라도 

발행 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거

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확인 

신용장이 요구된다.

미확정 채권 | 未確定債券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이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계약 이행 중에 

있으므로 장차 계약 이행(급부 행위)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가지게 될 

것이 예상되는 금전 채권을 말한다.

민·군 겸용 공정 | 民軍兼用工程 |

사업/계약관리

Dual-use Process

민수 및 군용 제품의 제조에 공통적으로 활용되

는 공정을 말한다.

민·군 겸용 기술 | 民軍兼用技術 |

사업/계약관리

Dual-use Technology

1. 민수 및 군수 분야에 다 함께 활용되어 안보 

역량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정부가 「민·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이르는 말이다. (1)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

업. (2) 민군 기술이전 사업: 민 또는 군이 보유

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는 사업. (3)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민수 규격과 국방 규격을 통

일하는 사업. (4) 민군 기술정보 교류 사업: 민과 

군의 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거나 제공하는 사

업. ☞ DUT(Dual-use Technology)

민·군 겸용 기술개발 | 民軍兼用技術開發 |

정책/제도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민·군이 공동으

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과 민·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 民軍兼用技術開發事業 | 사업/계약관리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민군 겸용 기술 개발 사업은 민·군 양 부문 공

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수/군

수 시장에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민·군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 기술의 개

발 및 민수·군수 시장으로의 상용화 지원과 응

용 연구 및 시험 개발 중심의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선정 추진한다. 추진 전략은 민·군 양분

야의 수요가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결과

의 실용화를 위해 응용 연구 단계부터 산업체 참

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과제의 단계 

협약을 통한 연구의 안정성·계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추진 방법은 기술 수요 조사 및 과제 발굴

을 통하여 실시한다.

민·군 겸용 기술센터 | 民軍兼用技術本部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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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Dual Use Program Cooperation Center

「민·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군 겸용 기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로서 2012

년 11월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 확대개편 되

었다. ☞ 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민·군 겸용 물품 | 民軍兼用物品 |

사업/계약관리

Dual-use Goods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생산된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민·군 규격 위원회 | 民·軍 規格委員會 |

정책/제도

Dual Use Standard committee

민·군 규격 통일화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 民·軍規格 統一化事業 | 사업/계약관리

Dual Use Specifications Unification Project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을 통일화 및 표준화하는 사

업을 말한다. ☞ 민·군 규격표준화 사업

민·군 규격 표준화 사업 

| 民·軍規格標準化事業 | 정책/제도

Dual Use Specifications Standardization Project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을 말한다.

민·군 기술 정보교류 사업

| 民·軍技術情報交流事業 | 정책/제도

Dual U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

발 장비·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

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군 기술개발 사업 | 民·軍技術開發事業 |

정책/제도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

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2. 부처 연계협력 기술개발 사업: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

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

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기술개발사업

3.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방위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4.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

민·군 기술이전 사업 | 民·軍技術移轉事業 |

정책/제도

Dual Us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

한다.

1. 민·군 기술적용 연구 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

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

하는 사업

2. 민·군 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 민과 군의 협

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

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을 말한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 | 民·軍技術協力事業 |

정책/제도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

는 기술의 개발·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

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 民·軍技術協力振興本部 | 정책/제도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민·군 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민·군 겸용 기술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하여 1998년도 국과연에 설치된 기구

로서 그동안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획과 집행관



204

민간 연구기관

리, 국방과 민간 규격의 통일화 및 기술정보 교

류 등을 수행하여 각종 민군겸용기술의 실용화, 

부품국산화,해외 수출 촉진 등 구체적 성과를 달

성하였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범위와 참여부처

의 대폭확대를 위해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수립

(‘12.9.13, 국가과학기술위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의 개정(‘13.6.27, 국회 

본회의 통과)을 통해 민군기술협력 진흥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민군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민·군 겸용기술 센터

민간 연구기관 | 民間硏究機關 | 행정공통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

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민간 위탁 | 民間委託 | 정책/제도

Private Trust

정부 부처 및 행정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

어 외부 공급자와 상업적인 계약을 통해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한 조

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고

도의 기술을 보유한 외부 업체들에게 여러 일을 

맡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기법으로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이다.

민간 자본활용 | 民間資本活用 | 정책/제도

Private Finance Initiatives

군 운영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

서는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입된 자금으

로 생성된 장비, 시설, 서비스 등의 판매 혹은 임

대 활동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민간 투자 사업 BLT | 民間投資事業 BLT |

사업/계약관리

Build Lease Transfer

사업 시행자가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 

기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

물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로 이전하는 민간 

자본 활용 방식으로 운영은 정부 규제 하에 수행

된다.

민간 투자 사업 BOO | 民間投資事業 BOO |

사업/계약관리

Build Own Operate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

설의 소유권(운영권 포함)을 영원히 인정하는 방

식이다. ☞ BOO(Build Own Operate)

민간 투자 사업 BOT | 民間投資事業 BOT |

사업/계약관리

Build Operate Transfer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관리 운영한 후 정부

에게 그 소유권을 이양(transfer)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로 외국의 사례는 대부분이 

이 형태에 속한다. 

☞ BOT(Build Operate Transfer)

민간 투자 사업 BTL | 民間投資事業 BTL |

사업/계약관리

Build Transfer Lease 

방식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 부문이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과 공익 시설을 민간 부

문이 대신 공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방식은 민간 기업이 발주 기관이 지정한 시설

을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설계(Design) 및 건설

(Build)하여, 이의 소유권을 발주 기관에 이전

(Transfer)하는 동시에 완공된 시설에 대한 유

지 관리(Management)와 운영(Operate)과 관련

된 권한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한편, 정부는 건

설에 투입된 비용과 일정액의 수익금, 그리고 관

리비를 지불하는 일종의 임차(Lease)제도로 특

징지워진다. 이 방식은 주로 건설공사, 건설비에 

대해 계약시 적용되는 제도로서 설계(Design)로

부터 건설(Build)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만을 사

업 시행자가 담당하는 일괄 계약 방식(Turnkey 

Contract Approach)보다는 민간의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의 

숙소 건립 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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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 투자 사업 BTO | 民間投資事業 BTO |

사업/계약관리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

에게는 일정 기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하

는 방식이다. ☞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 투자 사업 DBFO | 民間投資事業 DBFO |

사업/계약관리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금융, 운

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 합작 사업에 

많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민간 투자 사업 ROO | 民間投資事業ROO |

사업/계약관리

Rehabilitate Own Operate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당해 시설

의 소유권과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다.☞ ROO(Rehabilitate Own Operate)

민간 투자 사업 ROT | 民間投資事業ROT |

사업/계약관리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소유의 기존 시설을 

정비한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 시설에 대

한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민방위 | 民防衛 | 행정공통

Civil Defense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

를 위태롭게 한 재난(민방위 사태)으로부터 주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

재,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일체의 방위적 활동을 말한다.

민사 협정 | 民事協定 | 행정공통

Civil Affairs Agreement

우방 국가 내에 주둔하고 있는 연합군, 그 국가

의 민간 당국 및 국민 간의 상호 관계를 명시하

는 협정을 말한다. 즉 어느 국가의 군대가 타국

에 주둔하고 있을 동안 그들에 대한 특정한 권리 

및 권한을 부여하도록 양국 간에 결정한 동의문

이나 협정서를 말한다.

민수 | 民需 | 행정공통

Civil Requirement

군·관수를 제외한 민간 소요를 말하며 동원 업

체가 동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인력, 물자)

과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소요를 말한다.

민수 규격 | 民需規格 | 정책/제도

Civilian Standard

다음 각 목의 규격이나 표준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

신표준

3.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제외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민수 표준 | 民需標準 | 행정공통

Civilian Standards

다음의 규격이나 표준을 총칭하는 말을 말한다.

1. 「산업 표준화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 산업 표준.

2.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정보통신 

관련 표준.

3. 「물품 관리법」 제6조에 따른 표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을 제외

한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정한 규격 또는 표준. 

☞ 민수 규격(民需規格)

민수 품목 | 民需品目 | 행정공통

Civilian Type Item

일반상품과 동일하거나 민간시장에서 판매하는 

비 군수품을 말한다.

민영화 | 民營化 | 행정공통

Privatization

군이 유지하고 있는 업무·기능 중 토지, 시설 

등 부동산을 동반하여 운영되는 업무·기능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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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무

간 부문에 매각한 후 민간 부분에서 해당 업무 

및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

이다. 민영화를 위해서는 토지, 시설 등의 자산

을 민간 부문에 먼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민원 사무 | 民願事務 | 행정공통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

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민원사무의 분류】(영 제2조제2항)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

사·검정 등의 신청

2.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3.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해석의 요구

5.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

한 건의

6.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사항 등

민원 사무처리 기준표 | 民願事務處理基準表 |

정책/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법령·훈령·예규·고

시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 기관, 처

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을 종

합한 것으로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

민원인 | 民願人 | 정책/제도

Civil Petitioner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도 민원인

의 범주에 포함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

를 요구하는 경우 단,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 교육청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수원시

교육장 → 수원시장)

2.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물품공급계약 등)

3.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

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가명 등)

밀폐식 환경장치 | 密閉式環境裝置 |

전력지원체계

우주선 안에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환

경 장치. 이산화탄소, 요소 따위의 배출 물질을 

산소, 물, 식료품으로 재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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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체제 | Wassenaar體制 | 정책/제도

Wassenaar Arrangement

WA는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이전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재

래식 무기의 과잉축적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6

년에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총기류, 폭탄, 탱

크, 항공기 등의 재래식 무기와 이들 무기의 제

조 등에 사용되는 소재, 부품, 기계, 장비 등 이

중용도 품목 및 관련기술이 해당된다.

바운스 백 | Bounce Back | 사업/계약관리

Bounce Back

사용자가 손으로 기기 화면을 스크롤을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도달할 경우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튕김으로써 해당 페이지가 끝부분에 도달했음

을 알려주는 기술. 바운스 백 특허는 러버 밴딩

(Rubber-banding)이라고도 불린다.

바코드 | Bar Code | 행정공통

Bar Code

컴퓨터가 정보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굵기

가 다른 검은 막대와 하얀 막대를 조합시켜 문자

나 숫자를 코드화한 것을 말한다. 바코드를 읽어

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장치를 바코더 리더라 

한다. 상품유통 분야에서 바코드는 과학적인 판

매 및 재고관리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판매시점

(POS: Point Of Sales) 정보관리의 중심적 역할

을 하는데, 이것은 상품에 붙여진 바코드를 광학

적 또는 자기적으로 읽음으로써 판매된 제품의 

목록과 가격 등의 판매 정보를 즉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코드의 구성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지만 보통 13자리이며, 첫 머리의 세 자리

는 나라명(한국880), 다음 네 자리는 제조 업체

명,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상품명, 끝머리의 한 자

리는 코드의 에러를 체크하기 위한 숫자 기호이

다. 가격은 별도 표시되며, 서적의 겉면에 붙여

져 도서분류에 이용되거나 신분증명서 등에도 이

용되며, 상당히 높은 인쇄 정밀도를 요구한다. 

바코드 특허권은 IBM이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1988년 나라별 코드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다.

반 치사 선량 | 半致死線量 | 행정공통

Median Lethal Radiation Dosage

노출된 건수의 50%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

리라고 추정한 방사능의 노출량으로서 보통 LD 

50으로서 표현된다.

반능동 레이더 추적 | 半能動radar追跡 | 

무기체계

Semi-active Radar Homing

미사일, 표적 이외의 제삼자의 레이더, 아군의 

유도 레이더의 반사파를 포착하여 표적을 추적하

여 명중시키는 레이더 방식을 말한다. 

☞ SARH(Semi-active Radar Homing), 반능

동 레이더 유도(半能動radar 誘導), 반능동 레이

더 호밍(半能動radar Homing)

반능동 레이저 | 半能動laser | 무기체계

SemiActive Laser

유도 복사(誘導複寫)를 이용하여 적외선(赤外

線), 가시선(可視線), 자외선(紫外線) 영역에 있

는 전자파를 발진시키는 장치이다. 위상(位相)

이 같은 단색 광파가 발생되며 레이저 광선은 파

장이 동일하고 그 파동의 마루와 골이 서로 일치

하여 광선이 멀리까지도 퍼지지 않으며 에너지

를 미소한 점에 집중시킬 수도 있어 통신이나 계

측(計測)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유도 복사를 일

으키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 레이저, 색소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능동 레이저 추적 유도방식 

| 半能動laser追跡誘導方式 | 무기체계

Semi-active Laser Homing System

관측자가 레이저 지시기로 목표를 지시하면 유도 

무기는 목표로부터 반사된 빔에 편승하여 목표로 

유도되는 빔 편승 레이저 추적 유도 방식. 미국

의 Hellfire, 러시아의 Kormet 등의 유도 무기

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반복 민원 | 反復民願 | 정책/제도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동일한 기관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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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조달계약

에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반복조달계약 | 反復調達契約 | 사업/계약관리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

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사도료 | 反射塗料 | 행정공통

Reflection Paint

도면에 빛으로 한 방향을 조사했을 때 그 입사

한 빛의 방향을 향해 강한 빛을 반사하는 도료

를 반사도료라고 한다. 반사도료를 도장한 표지

를 헤드라이트로 조사하면 조사한 사람의 방향

으로 강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도 표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 반사도료의 

원리는 도면의 표면에 살포되어 고착한 무색투명

의 유리 또는 불용성 수지의 작은 구형입자(직경  

0.1~0.2㎜  정도)가 렌즈 작용을 하여 빛을 일정

한 방향으로 반사하는 것이다.  살포된 작은 구

형입자의 뒷면에서는 빛은 도막의 색에 따라 선

택 반사되기 때문에 도면으로부터 반사광은 도면 

고유의 색을 띄게 된다.

반응시간 | 反應時間 | 행정공통

Reaction Time

1. 행동의 시작과 요구된 반응 사이에 경과된 시

간을 말한다.

2. 작전 지시나 명령을 수령하고 지정된 지역에 

최초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

한다.

반응장갑 기술 | 反應裝甲技術 | 사업/계약관리

Reactive Armor Technology

방호 기술의 세부 기술로서 탄이 충돌할 때 화학

적·물리적 반응을 일으켜 화학 에너지탄(HEAT

탄)의 분사 제트나 운동 에너지탄(APFSDS탄)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장갑 기술로서 하부 기술

로는 비행판 작동 기구 설계 기술과 둔감화 반응 

물질 설계 기술이 있다.

반출 | 搬出 | 행정공통

Carrying Out

수출입 업무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는 어

떠한 물품(물건)을 운반하여 낸다는 뜻이며

(Carrying), 반출증은 물품의 반출을 세관에서 

인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반출 능력 | 搬出能力 | 전력지원체계

Clearance Capacity

가용한 내륙 교통 수단으로 해안이나 항구로부터 

1일 간에 내륙으로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을 

적재톤 또는 중량톤의 단위로 표시한 능력판단. 

내륙 교통 수단으로는 도로, 철도 및 내륙 수로

가 포함되며, 이 능력 판단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수송 시설의 구체적인 특성 평가에 기초를 둔다.

발광 도료 | 發光塗料 | 사업/계약관리

Luminescent Paint

어두운 곳에서도 도막이 발광하도록 만든 도료로 

야광도료라고도 한다. 발광도료는 광선을 받았을 

때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어두운 곳에서 인광을 

발산한다. 그 발광성은 안료로 인광체의 분말을 

사용함으로써 생기게 된다.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것을 조사하면 가시광선을 발하는 형인광체

를 안료로서 전색제에 섞어 만든다.

발생 원가 | 發生原價 | 사업/계약관리

Accured Costs

불출조치(Delivery Transaction)를 통해 미 국

방재무회계본부(DFAS-DE)에 보고된 불출 물

자/용역 및 발생비용의 재무상의 가치로서 물리

적인 인도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

급 비순환 발생원가(Nonrecurring costs)를 

말한다.

발주 관서의 장 | 發注官署의長 | 

사업/계약관리

시설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

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 공사를 하

도급하는 자는 제외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

조 참조).

발주 및 수송시간 | 發注및輸送時間 | 

사업/계약관리

Order And Shipping Time

청구행위를 착수한 때로부터 해당 청구품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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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투하자본 대상금액 

령하여 기록계정이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말한다. 발주 및 수송시간의 구성은 해외의 경

우 대미창은 조달소요시간(PROLT) = 행정소요

시간(ALT), 생산소요시간(PLT), 납품소요시간

(DLT)이고, 수송대행기관(FF) 은 수송시간이다. 

국내는 행정소요시간이다. ☞ 발주 및 수송시간, 

행정소요시간, 생산소요시간, 납품소요시간, 수

송대행기관

발주 통보서 | 發注通報書 | 사업/계약관리

Notice of Acceptance

매수인으로부터 구매주문서를 접수후 정비용역

을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공식적인 통지를 말하

며, 발주통보서에는 정비가격, 인도일정과 기타 

인도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발주기관 | 發注機關 | 사업/계약관리

Ordering Agency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

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방산 | 防産 | 사업/계약관리

“방위산업”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방산 계약제도 | 防産契約制度 | 사업/계약관리

방산시장에서의 계약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산 관련물자 | 防産關聯物資 | 정책/제도

Defense Articles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와 이에 준 하는 물자를 

말하며, 이에 준 하는 물자라 함은 군용에 전용

하거나 주로 군사용 물자(구매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 포함), 군사 기밀이 요구되는 물

자, 기타 무기체계의 성격을 갖는 물자로서 장차 

방산물자로 지정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방산 매출액 | 防産賣出額 | 정책/제도

Defense Sales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조 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의 매출액을 말하며, 정

부에 납품되거나 외국에 수출되는 물자로서 방산

전용자산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할 수 

있다.

방산 부문 | 防産部門 | 정책/제도

Defense industry Part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부문을 말한다.

방산 분야 상생 협의회 

| 防産分野 相生協議會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의 상생협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방산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동법시행

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

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

한다.

방산 원가관리관 | 防産原價管理官 | 정책/제도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대금지급 등 방산원가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사

람을 말한다.

방산 제 비율 | 防産諸比率 | 사업/계약관리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

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

비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방산 중소기업 | 防産中小企業 | 사업/계약관리

Defen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1.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중 중소기업

2.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

았으나 방산분야에서 제조, 영업임가공, 유통 등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3.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에 완성품 및 부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

력업체

방산 투하자본 대상금액 

| 防産投下資本代償金額 | 사업/계약관리

투하자본 대상자산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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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 계약제도

균으로 하며, 재평가 차액(토지이외의 유형자산

은 98.4.10 이후 재평가 차액)은 제외한다.

방산물자 계약제도 | 防産物資契約制度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국가 계약 제도의 근본인 예산 회계 관계 법규는 

경쟁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일반 민수 물자의 

구매 계약을 위주로 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에 수

의계약 및 장기 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방산물

자의 특수한 조달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계약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방산물자의 생

산을 위한 특수한 사업 형태에 대응하여 적정가

격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방산물자 제 비율 | 防産物資 諸比率 | 

사업/계약관리

간접원가부문의 계산을 위해 산정되는 비목별 배

부율을 의미하며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

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이 있다.

방산물자 지정 | 防産物資指定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

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

니한 물자 중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써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될 것이 

예상되는 물자, 그 밖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되는 물자 등을 방산물자로 지정한다.

방산물자 지정 관련 검토기관 

| 防産物資指定關聯檢討機關 | 정책/제도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

우에 관련검토기관에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검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

사업청 내,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

술품질원,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수시 검토 

| 防産物資 取消 및 存續 隨時檢討 | 정책/제도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

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정기 검토 

| 防産物資 取消 및 存續 定期 檢討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방산물자용 비축 원자재 운용 제도 

| 防産物資用備蓄原資材運用制度 | 정책/제도

평소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비축하였다가 필요 시 생산에 

투입함으로써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와 경제적 

획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 

| 防産物資原價構成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

경비) + 간접원가(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기타)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간접경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X 간

접경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관급재료비포함) X 일

반관리비율

* 이윤 : 기본보상액 + 위험보상액(기술적,계약

위험) + 노력보상액(계약수행,원가절감,설비투

자,경영노력)

* 기타 : 투하자본보상비 + 관세 등

방산수출 중소기업 | 防産輸出中小企業 | 

정책/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군

수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 

| 防産輸出後續軍需支援 | 정책/제도

구매국 또는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수출한 방

산물자등(「방위사업법」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

한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를 말한

다.)에 대한 운영유지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군

수물자(관련 지원장비, 수리부속 포함), 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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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군수인력, 운영제원 및 기술자료 등 군수지

원요소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방산수출입지원 정보 체계 

| 防産輸出入支援 情報體系 | 정책/제도

방산수출입 관련 민원 온라인 처리, 방산수출 최

신정보 실시간 제공 및 국내 우수방산물자 사이

버 홍보 등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방산업체 | 防産業體 | 행정공통

☞ 방위산업체

방산원가 계산제도 | 防産原價計算制度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가격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방산원가 대상물자 | 防産原價 對象物資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

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생산 조달에 관련이 없는 비용 

| 防産原價 對象物資의 生産 調達에 關聯이 없는 費用 | 

정책/제도

1. 접대비

2. 판매수수료

3. A/S비(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

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기적 검진·검사를 위

하여 A/S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4.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지 아

니한 비용

방어 동맹 | 防禦同盟 | 정책/제도

Defense Alliance

제3국의 공격을 공동으로 막으려고 맺은 두 나라 

이상의 동맹을 말한다.

방위 협의회 | 防衛協議會 | 정책/제도

Defense Council

대비정규전 수행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시, 도, 

군, 구, 읍, 면, 동) 및 특수지역 그리고 직장에 

설치한 기구이다. 임무는 대 비정규전 수행을 위

한 전투 근무 지원 및 예비군 운용에 관한 사항

을 지원한다.

방위력 개선 | 防衛力改善 | 정책/제도

방위력 개선이라 함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무기체계의 구매와 연

구개발이 범위에 속한다.

방위력 개선 사업 | 防衛力改善事業 | 정책/제도

1. “방위력개선사업”이란 「방위사업법」제3조 제

1호에 따른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

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

업을 말한다.

2. 방위력 개선 사업은 감시·정찰 전력 등 미래

전에 대비한 핵심전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

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소요결정에 따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

(임차를 포함한다) 및 설치(무기체계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위력 개선 소요의 종류 

| 防衛力改善所要의種類 | 정책/제도

기획 소요, 증강 목표 및 목표 소요가 있다. 

1. 기획소요 : 군사 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 구조별 및 전장 기능별 순수 요망 소요로서 

전시 동원·부대 확장 등 각종 계획 수립에 필요

한 기준이 된다.  

2. 증강 목표 : 가용 재원, 상비 전력 운영 수준, 

작전 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확보가 요

망되는 소요로서 중기 계획수 립의 기초가 된다.  

3. 목표 소요 : 소요 전력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 기간 중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 소요를 

말한다.

방위력 개선 시설 사업 | 防衛力改善施設事業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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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 개선비

방위력 개선을 위한 부대 증창설, 이전 시설 사

업 및 전력 획득 사업과 연계된 시설 사업을 말

한다.

방위력 개선비 | 防衛力改善費 | 정책/제도

1.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주요 전투장비 및 물자

인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

로, 즉 군사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

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

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데 소요되

는 예산이며, 방위사업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청장결재 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다.

2.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중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현존 전력을 향상

시키거나 신규 전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각종 무기체계획득 및 보강, 부대 창

설 및 증.개편 소요 비용과 이와 관련된 전력 발

휘에 필요한 제반 Package 요소 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3.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통신분야, 정찰·타격 복합체제 구축 등에 중점

을 두고 편성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인 개선분

야는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 지휘통제 

·통신사업, 기동전력사업, 함정사업, 항공기사

업, 화력·탄약사업, 신특수·유도사업, 국방연

구개발사업, 국방기술기획·품질경영사업, 방위

사업종합지원 등이 있다.

방위비 | 防衛費 | 정책/제도

Defense Expenditure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달성

하는 데 충당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로서 평

화 시에 있어서의 방위비, 전시에 있어서의 전

비, 전후에 있어서의 전후 처리비를 포함하여 국

방 목적에 충당되는 재정 지출을 말한다. 협의로

는 육.해.공군의 경비를 뜻하지만 광의로는 군인 

연금 급여, 국방 공채의 원리금 지급을 위한 공

채비, 군사 목적의 도로·통신 시설·철도 등 공

공 투자, 군수 산업에 대한 보조금, 군수 기술 개

발을 위한 연구비, 해외 군사 원조비 등을 포함

한다.

방위사업 원가관리 | 防衛事業 原價管理 | 

사업/계약관리

1.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

여 계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촉진을 적극 지

원하고 업체로부터 자발적인 원가절감노력을 하

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국방예산의 절감과 방

위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2. 방위사업의 원가관리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통제나 원가절감을 유도해야 함은 물론 확실

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

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기준의 법규화, 제출

된 자료의 진실성 입증, 원가산정과 그 결과에 대

한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및 분석, 원가계

산제도를 보완개선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 防衛事業推進委員會 | 

정책/제도

1.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

용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

에 설치한 위원회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정책기획분과위, 사업관리분과

위, 군수조달분과위 3개를 두고 있다.

2.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부

위원장으로 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교육과학

기술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장, 민간 위원 등으로 구

성되며, 방위력 개선 분야 중기 계획 등 방위사

업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운용 등을 심의 및 

조정한다.

방위사업법 | 防衛事業法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

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

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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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방위사업청 | 防衛事業廳 | 정책/제도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기술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방위산업 | 防衛産業 | 정책/제도

Defense Industry / Munitions Industry

1.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

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

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2. 국가 방위를 목적으로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물자(機器 및 素材)의 생산과 개발에 종사 하는 

산업. 여기에서 ‘물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방위산업은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로 구분

되며 만약 물자를 군사적으로 소모되는 ‘모든 것’

이라고 한다면 무기, 탄약 등 직접적인 전투 병

기만이 아니라 피복, 군량 등 일반 병영 물자까

지도 포함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넓은 의미의 방

위산업으로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 군사적 소요

물 가운데에서도 국방력 형성의 중요 요인이 되

는 기기, 즉 총포, 탄약, 폭약, 함정, 항공기, 차

륜 및 전자 장비로 한정하고 통신 기기 및 미사

일 등의 생산과 개발에 종사하는 산업의 총칭으

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 물자 | 防衛産業物資 | 정책/제도

Defense Industry Material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무기체계 또는 군용으로 연구개

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

계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방위산업 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제도 

| 防衛産業物資 및 防衛産業체 指定制度 | 

정책/제도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

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

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산업 분야 | 防衛産業分野 | 행정공통

방위산업 분야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

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주로 행하는 분야를 말한다.

방위산업 시설 | 防衛産業施設 | 정책/제도

Defense Industry Facility

방위산업체 및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방위산업 물

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

한다.

방위산업 육성 자금 | 防衛産業育成資金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

는 자금을 말한다.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제도 

| 防衛産業 育成資金融資制度 | 정책/제도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품 조달업체

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산업 전용시설 | 防衛産業專用施設 | 

행정공통

1.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상

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원가대

상물자를 전용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면서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

물자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시적으로 

생산 또는 연구개발 하는데 사용하는 시설(민수

물자의 장래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3. 방위산업만을 전담하는 기업이든, 민수와 방

산을 병용으로 하는 기업이든 불문하고 당해 기

업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시설 중(시설이란 기

계 장치, 공기구, 구축물 등 포함) 방산물자를 전

용으로 생산하는 시설이거나 방산물자를 전용으

로 생산하면서 방산물자 수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과 민수 물자(용역 포함)를 일시적으로 생산

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민수 물자의 장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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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방위산업체 | 防衛産業體 | 정책/제도

Defense Industry Company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춘 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업체를 

말한다.

방위조약 | 防衛條約 | 정책/제도

둘 이상의 나라가 서로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체

결하는 나라 사이의 약속. 한미 방위 조약, 북대

서양 조약 따위가 있다.

방위지원본부 | 防衛支援本部 | 정책/제도

Defense Support Center

방위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

는 기구로서 행정 단위(시, 도, 군, 구, 읍, 면, 

동)별로 방위 협의회 내에 설치하며 임무는 대 

비정규전 및 각종 우발 상황에 관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 국가 동원 업무를 조정, 통제 협조, 

민방위 사태 지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기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방첩 | 防諜 | 행정공통

Counter Intelligence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

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 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

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방청 도료 | 防錆塗料 | 전력지원체계

Rust Resisting Paint

각종 금속,  특히 철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도료이다.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과 금속

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

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

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

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

고 내후성과 내구력이 커야 한다.  유성 페인트

가 주가 되며,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방호 기술 | 防護技術 | 행정공통

Protection Technology

생존성 기술의 하부 기술로서 기동 무기가 탑재 

장치와 구조물을 지지하면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승무원과 내부 구성품을 보호하는 방호에 관한 

종합 기술을 말한다.

방호 철조망 | 防護鐵條網 | 행정공통

Protective Wire Entanglement

방어 지역에 대한 적의 근접 기습 공격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단위 부대의 방어 진지에 근접하여 설

치하는 철조망을 말한다.

방호용 레이더 기술 | 防護用 radar 技術 | 

행정공통

Defense RADAR Technology

적으로부터 발사되는 대전차 유도탄과 로켓탄의 

탄체를 능동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개발 

기술. 하부 기술로는 표적별로 특정의 신호를 만

들어 낼 수 있는 고속 표적 탐지 도플러 신호 처

리 기술, 위협의 방향과 속도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위협분석 알고리즘 설계 

기술, 지상에서 반사되는 잡음을 처리하는 지상 

클러터 제거 기술 등이 있다.

방화벽 | 防火壁 | 행정공통

Firewall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불에 타지 아니하

는 재료로 만들어 세운 벽. 건물의 경계 지점이나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따위로 설치한다.

배당표 | 配當表 | 행정공통

Table Of Allowance

편성 및 장비표(T/O & E)나 분배 및 배당표(T/

D & A)에 인가된 장비 이외의 기타 보급품(장비, 

피복, 장구류, 비품, 기타 소모성 보급품)의 인가 

기준을 설정한 문서이다.

☞ T/A(Table Of Allowance)

배속 | 配屬 | 행정공통

Attachment

1. 한 편성체에 부대나 인원을 일시적으로 배치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배치는 비교적으로 임시

적인 것이다. 피배속부대 지휘관은 명령에 의거 

부과되는 제한 사항에 따르며, 배속자들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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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는 부대. 단위 부대 또는 편성체의 지휘관은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와 정도가 동일한 지휘관 

및 통제권을 배속 인원에 대해서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인원의 전속, 진급에 대한 책임은 통

상 원 소속 부대 또는 편성체에 있다. 

2. 어떤 부대가 예속된 부대가 아닌 타부대에 일

시적으로 소속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는 피 배속

부대 지휘관이 그 부대를 지휘한다. 피 배속부대

의 지휘관은 배속되는 부대의 보급, 행정, 교육 

및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부대의 

보급 및 행정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은 별도 규정

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배열 | 配列 | 행정공통

Array

같은 형태의 데이터가 연속으로 나열된 구조이

다. 1개 이상의 데이터 요소를 나열한 것으로서 

각 요소는 크기와 성격이 일정하다. 이는 배열명

으로 식별되고 구성요소는 배열명에 괄호를 붙여 

그 안에 첨자로서 식별된다. 배열의 종류는 1차

원, 2차원, 3차원 배열이 사용된다.

배전 선로 | 配電線路 | 사업/계약관리

Distribution Line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

는 전기 설비를 말한다. (1) 발전소와 전기 수용 

설비. (2) 변전소와 전기 수용 설비. (3) 송전 선

로와 전기 수용 설비. (4) 전기 수용 설비 상호간.

배전기 | 配電器 | 사업/계약관리

Power Distributor

점화 코일에서 유도된 고압의 전류를 점화 순서

에 따라 점화 플러그에 분배하는 장치. 고압 배

전부, 저압 단속부, 점화 시기 조정부, 구동부로 

구성된다.

배정 | 配定 | 사업/계약관리

Allocation, Apportionment

예산 배정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이는 정부가 편

성한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으로 성

립되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이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국무회의 심의

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각 중앙 관서장

에게 집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배정이라고 한

다.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게 예산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배치 계획 | 配置計劃 | 행정공통

Arrangement Plan , Layout Planning, Site Plan

부대, 화기, 병력을 그들의 능력에 알맞게 효과

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을 말한다.

배치 작업 | 配置作業 | 사업/계약관리

Batch Job

여러 개의 작업들을 분할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작업 형태를 말한다.

백룡 | 白龍 | 무기체계

수상함에 탑재하는 저주파 예인음탐기이다.

백분위수 | 百分位數 | 전력지원체계

Pencentile

규정된 최대 수리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보수정비 활동의 백분율을 말한다.

백상어 | 무기체계

White Shark

잠수함 탑재용 중어뢰(백상어)는 한반도 주변의 

해양 환경에 적합한 탐지성능을 갖춘 수중 유도

무기로서 잠수함에 탑재하여 적 잠수함, 수상함 

및 수송선단에 대한 공격무기로 운용하거나, 제

한된 대함 기습 공격무기로 운용된다. 백상어는 

최초의 한국산 중어뢰 또는 한국판 마크 48 어뢰

이다. 국내 잠수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90년

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에 착수

해 1998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209급 잠

수함 탑재 중어뢰로, 제원번호는 XK731이다. 수

동 소나와 능동 소나를 조합한 음향 탐지장치와 

완전 디지털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름 

483㎜, 길이 6m, 무게 1,100㎏, 사정거리 약 30

㎞, 속도 35kn(시속 63㎞)이다.

백오더 | Back Order | 사업/계약관리

Back Order

2차 주문 또는 후불이라고도 하며, 현재 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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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이월된 제품의 수량이다. 즉 수요가 발생하

였으나 충족되지 못한 수요의 총량이다. 수요가 

발생하였으나 현재 재고가 없다면 재고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수요는 백오더 주문될 수 있다.

버블 현상 | bubble現象 | 사업/계약관리

Bubble  Phenomenon

실체가 없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

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은 

한층 상승일로를 치닫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

(Bubble)이 터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

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버섯 구름 | 사업/계약관리

Atomic Cloud

원자 폭탄의 폭발 시 발생하는 버섯형의 구름을 

말하며, 일명 원폭운이라고도 함. 이 구름은 원

자 폭탄의 폭발에 따른 격렬한 상승 기류에 의해

서 생기는 것으로 뇌우 시의 적란운보다도 강하

며, 화산의 대폭발 시와 비슷하다.

범세계 군사 지휘 통제 체계 

| 凡世界軍事指揮統制體系 | 행정공통

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미국의 범세계를 대상으로 국가급 군사 지휘 통

제 체계로서 대통령과 국방 장관이 범세계적으

로 배치된 주요 전투 사령관들에게 지침을 하달

하고, 합참, 각 군 본부, 주요 사령부의 전쟁 계

획, 시행을 지원한다. ☞ WWMCCS(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범세계 재분배 제도 | 汎世界再分配制度 | 

정책/제도

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미 공군 FMS 제도에 의거 획득한 장비 및 수리

부속 중 운영상 발생된 불필요 초과품을 세계적

으로 재판매 및 구매하는 FMS 제도의 하나이며 

미 공군 안보 지원 사령부(AFSAC)에서 FMS 국

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WWRS(Worldwide Warehouse Redis-

tribution Service)

범세계 정보 격자망 | 凡世界情報 格子網 | 

정책/제도

Global Information Grid

범세계적으로 연결된 end-to-end 정보능력, 관

련 프로세스, 사람들(병사, 정책결정자, 지원 인

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다루는 망으로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의 모든 수준에서 전사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합동 네트워크이다.

범세계 정보환경 | 汎世界情報環境 | 정책/제도

군 또는 국가의 통제 기구 밖에 위치하면서 수

집·처리하여, 전 세계인에게 배포하는 사람·조

직·체계들을 말한다.

법인 인감 | 法人印鑑 | 사업/계약관리

Corporate Body Seal

도장의 진짜와 가짜를 감정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되어 있는 도장을 말하며 법원 등기소

에 법인 설립 시 신고한다.

법정 계량 | 法定計量 | 정책/제도

Legal Metrology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

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벤처기업 | 벤처企業 | 정책/제도

Venture Business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

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

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

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

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소수의 기술 창

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둘째, 높은 위험부담이 있

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셋

째,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

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나 기업을 뜻하지만 최

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대기업

이 참여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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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벤처·내부벤처 등 여러 형태의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벤치마킹 | 사업/계약관리

Bench Marking

우수한 기업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의 뛰어난 경

영 전략이나 업무 방법론을 배우는 경영 혁신 전

략의 하나이다. 자기 회사 여러 업무 가운데 혁

신해야 할 특정 업무 영역과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세계의 최고 실행 수준의 기업이나 

자기 회사에 가장 바람직한 대상(최대의 경쟁 상

대를 포함)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비교·분석하여 

그 격차를 창조적 모방을 통하여 자기 회사의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경영 혁신 기법을 말한다.

변경관리 | 變更管理 | 사업/계약관리

Change Control

제품형상정보의 정식 승인 후에 제품의 관리를 

위한 활동을 말한다.

변동 복지점수 | 變動福祉點數 | 행정공통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변동환율제도 | 變動換率制度 | 정책/제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의 변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소폭의 범

위 내에서 변동하는 고정 환율 제도와는 달리 외

환의 수급 상태에 따라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

켜 국제 수지의 조정을 기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변동 환율 제도는 변동폭을 규제하지 않

는 자유 변동 환률 제도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의 변동을 인정하는 제한적 변동 환율 제도

로 구분된다. 또한 중앙은행의 외환 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개입이 가능한 Dirty Float와 환율 

변동을 방임하는 Clean Float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환율의 실세를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투기의 가능성

이 있을 때에는 환율의 안정을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변상 | 辨償 | 사업/계약관리

Payment, Reparation

금전이나 물품의 망실 및 훼손 등 국가 재산에 훼

손을 끼쳤을 경우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

한 법률에 의거, 처분 조치되는 행정상의 책임을 

말한다. 훼손 또는 망실된 물품이나 금전의 대가

를 전보하는 것으로 조치되는 것이 통례이다.

변상 책임 | 辨償責任 | 정책/제도

Compensation Responsibility

국가 공공 단체 또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단체

의 회계 관계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부담하게 되는 손해 보전 책임을 말한다. 변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회계직 공무원일 것, 소멸 

시효가 완료하지 않을 것, 증거에 의하여 충족될 

것, 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것, 망

실, 훼손, 기타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직무 위

배 사실이 있을 것(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 

위배)이다.

변제 | 辨濟 | 정책/제도

Payment, Performance, Repayment

변상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 채무자 및 기타의 자가 채무 내용에 따라서 

급부를 하여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다. 이행과 동의어나 이행을 채권의 효력 면에서 

파악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변제로 되는 급부

는 사실 행위(예: 노무의 제공, 경업피지의 부작

위 채무의 이행 등)일 수도 있고 법률 행위일 수

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

성되는 경우(부작위 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 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 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별지 | 別紙 | 행정공통

Annexed Paper

공문서 작성 규정에 따라 붙임 내용에서 붙임이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본 문서(부록)

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서류: 과거에 사용하던 방

식임)

별첨 | 別添 | 행정공통

Enclosed Herewith

공문서 작성 규정에 따라 별지 내용에서 붙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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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본문(부첨)에 대

한 부가적인 추가 서류: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임)

병기 | 兵器 | 행정공통

Ordnance, Weapon

간접적으로 작전에 사용되는 장치 및 기구를 포

함하는 광의의 무기 개념이다. 전쟁 시 사용되

는 무기, 탄약, 기타 각종기계, 자재를 총칭한다. 

모든 종류의 전투용 화기와 그의 사용을 위한 탄

약, 장비, 차량, 수리공구 및 기계와 같은 군수품

을 총칭한다.

병력 운영비 | 兵力運營費 | 정책/제도

Military Operating Expenses

경상 운영비 중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건

비, 급식 및 피복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병력 절약 | 兵力節約 | 정책/제도

Economy of Force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하

여 비결정적인 지점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최

소의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병렬 처리 | 竝列處理 | 사업/계약관리

Parallel Process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다수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병역 | 兵役 | 정책/제도

Military Service

국민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이다.

병영 기본계획서 | 兵營基本計劃書 | 행정공통

Master Plan

부대별 병영 시설 발전 계획의 기초 문서로서, 부

대의 시설 소요, 기존 시설물 현황 및 추가 건설 

소요를 제시하고, 시설 종합 배치도에 의하여 추

가 건설되는 시설 장기 종합 발전 개념문서이다.

병영시설 | 兵營施設 | 행정공통

Military Facility

군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서 주거, 급식, 

위생, 행정, 의료, 공장 및 정비, 저장, 교육, 공

동 시설과 편의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병용 제도 | 倂用制度 | 행정공통

장비 기준 수명 대비 누적 정비 비용을 비교하여 

장비의 재생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고정 비율 

제도와 비율 감소 제도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이

다. 정비 비용 누적 비용은 정비 기록 관리에 의

거 기록 유지하며, 정비 비용에는 재료비, 노무

비, 경상비 등 정비에 수반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다.

병참 | 兵站 | 행정공통

Logistics Quartermaster

부대 전투력의 유지, 증대를 위한 작전 지원 기

능. 보급·정비·회수·교통·위생·건설·부동

산·노무 등을 총칭하며, 개인이나 부대에 대한 

식량·연료·탄약·무기·축성 자재 등의 보급, 

고장난 차량·함정·항공기 등의 무기의 수리, 

파괴된 각종 물자의 회수, 도로·교량·건축물의 

보수, 차륜·철도 등에 의한 인원·물자의 수송, 

부상자의 치료, 기타 숙박·목욕·세탁·급식 등

에 이르는 공범위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에서는 Quartermaster라 한다.

병참 지대 | 兵站地帶 | 행정공통

Communications Zone

작전 지역의 후방 지대로서 통상 군단 지역의 후

방이며, 병참선, 보급 및 후송 시설, 긴급 지원과 

야전군의 유지에 필요한 기관이 있는 지역이다.

병참선 | 兵站線 | 행정공통

Line Of Communications

작전 중인 군 부대와 작전 기지를 연결하여 보급

품과 병력이 이동하는 일체의 지상·해상·공중 

수송로를 말하며, 통상 병참 지대(후방 지대)에

서는 병참선이라 하고, 전투 지대에서는 주 보급

로라고 하며, 병참선이나 주 보급로는 같은 뜻으

로 해석한다.

보강 정비지원 | 補强整備支援 | 전력지원체계

상급 정비 지원 부대인 창정비 부대가 야전 정비 

부대에 부족한 정비 지원 능력을 보강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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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기지

야전 정비 부대인 군지사의 정비 중대가 사단 정

비 부대에 부족한 정비 지원 능력을 보강해 주는 

지원 제도를 보강 정비 지원이라 한다.

보고 경로 | 報告 經路 | 정책/제도

문서관리카드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협조를 받아

야 하는 사람 또는 회의를 말한다.

보고 통제부호 | 報告統制符號 | 행정공통

Reports Control Symbol

보고 통제처에서 보고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을 

표시하고 보고의 착수 및 작성을 허가하기 위하

여 보고에 부여하는 식별 부호. 이 부호는 부대 

지정 기호, 참모 기호, 승인 일련 번호, 시간 구

분 등으로 구성된다.

보관 | 保管 | 행정공통

Custody

군수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관 개념은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 하에 있어야 하고, 물품의 보관이란 사용과 

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정비

된 상태 하의 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

념으로 전환되어 있다. 물품의 보관에 관한 책

임은 물품 출납 공무원의 고유의 기능이지만 물

품 운용관에게도 보관 기능은 있다. 물품 운용관

은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사용에 관한 사무

를 위임받은 자로서 물품 사용을 위한 사무는 물

론 사용중에 있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까지

를 포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군수품 관리법은 물

품 운용관으로 하여금 불출 청구를 하여 그가 수

령한 물품을 사용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품 운용관은 그 사이 물품 보관이

라는 실태가 발생하게 된다.

보관비 | 保管費 | 사업/계약관리

Custody Fee, Storage Charges

1. 창고업자가 물품을 보관하여 주고 맡긴 사람

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물품을 보관함에 

따라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이를 

재고 유지비라고도 한다. 보관비 구성 요소는 금

리(이자, 생산적 투자 미실시 손실비), 구식화(도

태 손실 비용), 악화 손실(저장 중 악화 손실비), 

저장비(손실 비용, 재물 조사 비용, 저장 시설 유

지 비용), 기타 손실 비용(이적 및 퇴적 비용, 창

고 임차료, 보험료, 전기료, 재분배비, 취급 중 

파손, 도난 망실 비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

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보급 | 補給 | 전력지원체계

Supply

군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사용 

부대에 공급하여 주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군

수물자의 소요 판단, 획득, 저장 및 분배, 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보급 계약 관리 부호 | 補給契約管理符號 | 

전력지원체계

Provisioning Contract Control Number

여러 형상/모델들을 가질 수 있는 완제품/구성품

의 집단이나, 특정계약을 식별하기 위해 관련 정

부 기관에 의해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보급 관리 분석 | 補給管理分析 | 행정공통

Supply Management Analysis

보급 지원 시설 부대에서 일정 기간(통상 분기)

에 실시한 보급 관리의 결과를 심사 분석하는 것

을 말하며, 보급 관리 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보급 지원 능력 및 성과를 분석 검토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보급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보급 

관리 분석은 보급 지원 능력과 보급 지원 성과면

에서 분석된다. 보급 지원 능력 분석은 인가저장 

품목 비율과 수요 융통율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그 외에 자산, 자금면에서도 분석한다. 보급 지

원 성과 분석은 보급 조치율과 재고 고갈율을 중

심으로 분석하며 기타 사업 단위별로도 분석을 

한다.

보급 기지 | 補給基地 | 행정공통

Supply Base

전투 부대, 함선 따위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근거

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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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대기 불가동

보급 대기 불가동 | 補給待機不可動 | 

전력지원체계

Not Operationally Ready For Supply

장비가 부속품의 결여로 인하여 임무 수행에 불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보급 문서 선정부호 | 補給文書選定符號 | 

전력지원체계

Supply Document Select Sign

분석 대상품목이 수록될 해당 보급 기술문서 목

록을 식별하는 부호로서, 품목이 적용되는 대상

목록에는 ‘Y’,또는 ‘공란’으로 기입한다.

보급 소요 | 補給所要 | 행정공통

Supply Requirement

특정 기관 또는 특정 부대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물자의 양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 사용한다.

1. 초도 보급 소요：보급품의 초도 불출이나 초

도 불출의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한 소요. 

2. 소모 및 보충 보급 소요：최초 불출된 장비를 

인가량만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요와 사용 부

대에 의하여 소모 또는 소비된 보급품과 망실품 

그리고 적의 활동에 의하여 파괴된 보급품을 보

충하기 위한 소요. 

3. 예비 소요：인가된 예비량을 확보하거나 또는 

보충하기 위한 소요. 

4. 계획 보급 소요：특정 작전, 비상사태 혹은 

특수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승인된 보급품을 확

보하기 위한 소요.

보급 수준 | 補給水準 | 행정공통

Supply Level

1. 장차 수요를 예상하여 보유하도록 인가되거나 

지시된 보급품 또는 물자의 양(量)이며, 이는 보

급 일수 또는 품목의 양으로 표시되고, 보급 지

원 시설 부대에만 인가된다. 소분배 계통의 보급 

수준에는 안전 수준(S/L), 운용 수준(O/L)과 발

주 및 수송 시간(OST) 등이 있다. 

2. 재고수준이라고도 부르며, 장차수요를 예상

하여 보유하도록 인가되거나 지시된 보급품 또

는 물자의 양. 보급일수 또는 품목의 양으로 표

시되며 보급지원 부대에만 인가된다. 운영대상으

로는 인가저장품목(ASL)에 한해 관리(N-ASL 

품목 제외)한다. 보급수준의 구성요소는 계약준

비로부터 업체 생산물량의 85%를 수령하는 기

간인 조달소요기간(PROLT)과 청구로부터 청구

한 물량의 85%를 수령하는 기간인 발주 및 수송

시간(OST), 수요증가, 수송지연 시에 대비한 확

보량인 안전수준(SL), 청구즉시 보급이 가능하

도록 보유한 물량인 운영수준(OL)이 있다. 분배

계통별 보급수준은 먼저 대분배계통 보급수준이 

있는데 안전수준(SL), 조달소요기간(PROLT)으

로 구성되며, 소분배계통 보급수준으로는 운영수

준(OL), 안전수준(SL), 발주 및 수송시간(OST)

으로 구성된다. 각 제대별 보급수준 설정운영은 

군수사가 안전수준(30일)+실 PROLT 기간을 적

용하며, 군지사가 안전수준(15일)+운영수준(25

일)+발주 및 수송시간(25일), 사단이 운영수준

(10일)+발주 및 수송시간(10일), 편성부대가 규

정휴대량(15일)을 적용한다.

보급 수준 소요 | 補給水準所要 | 행정공통

Supply Level Requirement

소요의 형태별 분류에 의한 것으로, 가장 경제적

이고 효율적으로 보급 운영에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통제 수단의 일환으로 재고로 확보 및 운영

되어야 할 물량이 얼마인가에 관한 소요이다. 이

를 재고 보충 소요라고 하기도 하며, 보급 수준

은 청구 목표와 소요 목표로 구별하며, 통상 일

수(Days)단위로 표시한다.

보급 안전 수준 | 補給安全水準 | 행정공통

Safety Level Of Supply

운영 보급 수준에 더하여 정상적인 보충의 중단

이나 수요를 예측 못한 변동이 생길 경우에도 작

전의 계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물자

의 수준을 말한다.

보급 제도 | 補給制度 | 행정공통

Supply System

보급제도에는 청구보급제도와 할당보급제도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청구보급제도는 인가된 자

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품을 

보급계통에 청구하고, 청구 우선순위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원하는 보급제도이다. 할당보급제

도는 사용부대가 필요로 하는 보급품의 수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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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부대의 청구에 의존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보급제도이다.

보급 조치율 | 補給措置率 | 행정공통

Supply Action Ratio

인가 품목의 청구에 대한 보급 정도를 말하며, 

해당 품목의 청구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급 시설의 지원 능력을 분석할 수 있

는 자료이다. 보급 조치율=(ASL품목 청구 건당 

청구량에 대한 직불 조치량 비율/총ASL유효청

구건수)=(총인가 저장 품목 직불 조치 금액/총인

가 저장 품목 청구 금액)×100.

보급 지원 부대 | 補給支援部隊 | 행정공통

Supply Support Unit

인가된 보급 수준으로서 보급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재산 계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야전군 및 군

지단 보급 기관과 같은 지원 부대를 말한다.

보급 지원율 | 補給支援率 | 정책/제도

Supply Support Ratio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지원 성과를 달성하였는

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보급 조치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불출 예정 해소의 차후 불

출, 비인가 저장 품목 불출 등도 포함하여 계산

한다. 보급 지원율=(기간 내 청구건당 청구량

에 대한 불출 조치량 비율의 합계/기간 내 총유

효 청구건수)=(총불출 조치 금액/총청구 금액)×

100.

보급 체계 | 補給體系 | 행정공통

Supply System

보급 제도에는 청구 보급 제도와 할당 보급 제도

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청구 보급 제도는 인가

된 자체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

품을 보급 계통에 청구하고, 청구 우선순위에 의

하여 청구 부서에 지원하는 보급 제도이다. 할

당 보급제도는 사용 부대가 필요로 하는 보급품

의 수량, 시기등을 미리 예측하여, 사용 부대의 

청구에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보급 

제도이다.

보급 추진계통 | 補給推進系統 | 행정공통

Supply Propulsion System

보급품을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

한 계통으로서, 생산자→군수사 및 보급창→야전 

시설 부대→편성 부대→사용자에게 이르는 일련

의 보급 계통이다.

보급 통제 | 補給統制 | 행정공통

Supply Control

보급품의 자산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소요판단, 조달, 분배 및 처리를 수행하

는 보급 관리의 전 과정에서 취하는 조정, 통제

를 말한다. 보급 통제 체제의 기본적인 구비 요

소는 부대의 보급 방침, 재고 통제 기록 및 보급

에 관한 각종 보고, 보급 소요 및 가용성 예측, 

각 품목의 과거·현재·미래의 보급에 관한 자

료, 적절한 자동 제원 처리 체제로 이루어진다.

보급 통제기관 | 補給統制機關 | 행정공통

Supply Control Department

보급품의 소요 산정, 청구, 분배, 통제 등 보급품

에 대한 재물 통제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 예를 들면 군수 사령부에서 군수 통제를 맡

은 각 기능처와 각급 군수 지원 부대의 재고 통

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들 수 있으며, 주요 책임

은 보급품 소요 산정 및 청구, 분배 및 재고 통제 

실시, 장비 재생 계획 및 생산 통제, 보급 제원, 

통계 자료 수집 및 유지, 재물 조사 계획 수립 및 

통제, 재물 조정이다.

보급 해역 | 補給海域 | 행정공통

Replenishment Area

전술 지휘관이 해상 보급 시에 선택한 해역으로 

보급 부대와 근접하고 기상 및 해상 상태가 안전

하며 적의 공격 위협이 없는 해역을 말한다.

보급 현황보고 | 補給現況報告 | 행정공통

Supply Status

보급원 또는 지원 시설 부대가 청구자에게 청구

서의 처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통보로

서 출력 문서, 펀치 카드 또는 특정 양식으로 이

를 수행할 수 있다. 일일 거래 부대 청구서 처리 

현황 등의 출력 문서로써 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보급 현황이 미국에서도 통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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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국내 조달의 경우는 일정한 양식이 없

다. ☞ SSR(Supply Status Report),

보급 효율 | 補給效率 | 행정공통

Supply Efficiency

보급 효율이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에 대한 획득 지원 행위

를 효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보급거래 기록대장 | 補給去來記錄臺帳 | 

전력지원체계

Supply Transaction Register

편성 부대에서 청구, 불출, 반납, 관리 전환 등 

모든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통제하며 자금 계정

을 통합한 문서로서 2년간 유지하게 된다. 또한 

보급 거래 기록 대장을 재산 소모품, 수리부속품

별로 구분하지 않고 편성 부대와 각 기능별로 통

합 유지하게 되므로 자대 실정에 맞도록 거래 번

호를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보급계획 | 補給計劃 | 행정공통

Scheduled Supply

단위부대가 사전에 계획된 보급계획에 따라 그들

의 보급소요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급하는 계획

을 말한다.

보급로 | 補給路 | 행정공통

Supply Road /  Supply Route

도로, 수로 또는 공로와 같은 교통 도로로서, 이

는 보급품을 전투부대에 운반하는 데 이용되는 

수송로를 말한다. 어떤 특정 부대의 보급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가 위치상 필수적인 경우에

는 그 도로를 그 부대에 대한 주요 또는 주보급

로라고 한다.

보급망 | 補給網 | 행정공통

Supply Network

물자 따위를 효율적으로 대어 주기 위하여 체계

적으로 구성된 망을 말한다.

보급목록 | 補給目錄 | 행정공통

Supply Catalog

물자나 자금 따위를 계속해서 대어 주는 물품의 

이름이나 제목 따위를 일정한 순서로 적은 것을 

말한다.

보급선 | 補給船/補給線 | 행정공통

Commissary Line

1. 보급품을 지원하는 함정. 

2. 보급품을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계통으로서 군수품 또는 병력 등이 그 획득

원으로부터 사용부대까지 이르는 일련의 보급계

통을 말한다.

보급소 | 補給所 | 행정공통

Supply Point

보급품을 집결 또는 저장, 불출하기 위한 장소 

및 시설로서 통상 사용 부대(편성 부대)에 불출

이 용이하도록 선정된 장소이다. 참고로 이동 보

급소(MSP)는 통상 급속한 전술적 이동이 일어나

는 상황 하에서 어떤 특정한 전투 부대를 지원하

기 위하여 보급품 및 탄약을 차량 혹은 철도 화

차에 적재하여 즉시 이동이 가능한 보급소를 말

한다.

보급소 분배 | 補給所分配, | 행정공통

Supply Point Distribution

피지원 부대(사용 부대)의 인원 및 차량으로 보

급소에서 보급품을 수령하는 보급품의 분배 방법

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단인 경우 연대의 차량

으로서 사단 보급 수송 근무대에 연대 수령관(보

급관)이 직접 보급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하며, 

부대 분배와 반대되는 용어이다. 참고로 부대 분

배는 지원(상급) 부대에서 피지원(하급) 부대에 

추진 지원하는 보급 형태로 피지원 부대가 기본 

임무 수행에 전념 가능한 분배 방법이다.

보급소 인가 저장 및 선정 품목철 

| 補給所認可貯藏및選定品目綴 | 전력지원체계

Depot Authorized Stockage Item File & Shop Store 

Item

보급소 인가 저장 품목 및 정비 지원 부대 선정 

품목 관리와 저장 수준 미달 품목의 자동 보충 

보급의 기준이 되는 자료철이며, 품목 선정은 해

당 보급소 및 정비 지원 부대의 요청에 의거 군

수 지원단에서 선정하고 재고보충 방법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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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의거 자동으로 보충한다. ☞ D-ASIF & 

SSI(Depot Authorized Stockage Item File & 

Shop Store Item)

보급원 부호 | 普及源 符號 | 전력지원체계

Supply Source Sign

품목의 청구시 보급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보급원 하자 | 補給源瑕疵 | 정책/제도

Defect In the Source of Supply

1. 보급원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의 외부 포장이 

완전하고 수송간 취급상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이 파손, 부족, 

초과, 이중 적송, 행정 착오 적송, 불완전품, 시

효성 물자, 식별 불가품, 미수령 회계 착오 등과 

같은 경우에 보급원 하자로 규정한다.

2. 외자하자로서 하자발생 원인이 보급원에서 한

국정부의 수령기구 및 지정수송 대행업체에 인계 

이전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포장방법 불성실에 의

한 하자를 말하며 수령 및 미수령 하자로 구분된

다. 수령하자는 물자수령 후 발생된 하자(파손, 

부족, 초과, 착지착오, 이종품, 불완전품, 식별 

불가품)이며, 미수령 하자는 대금지불요구접수 

후 90일이 경과 후에도 물자를 수령치 못하거나 

대금 지불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및 보급서

류의 불완전 망실에 의한 미수령 시 발생되는 하

자를 뜻한다.

보급지원협정 | 補給支援協定 | 정책/제도

Supply Support Arrangement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의해 소유된 미제군사물자

에 대해 창수준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보급지

원 제공을 위해 설계된 군수지원협정. CLSSA는 

통상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 재고목록에 있는 

미제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과 부차적인 품목지원

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보급창 | 補給廠 | 행정공통

Supply Depot

보급품의 수령, 저장 중 정비, 발송, 검사분류, 

정비수리 및 조달과 기타 특별기능을 수행하는 

분배계통의 기본적인 저장분배소이며, 그 기능 

및 성격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기지창은 국내 및 해외 조달원과 재생시설

에서 보급품을 수령하며, 분배할 목적으로 지정

된 보급기관이며 육군은 1, 2, 6보급창, 해군은 

군수사보급창, 공군은 40, 41, 42보급창이 있다. 

둘째, 분배창은 기지창 및 예비창에서 보급품을 

수령하여 시설부대나 특정기능부대에 불출 또는 

발송할 목적으로 지정된 보급기관이다. 셋째, 예

비창은 기지창의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재고품 또

는 전투예비량 및 특정품목을 저장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급창으로서 기지창 또는 분배창에 대

하여 예비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급품 총람 | 補給品總覽 | 행정공통

보급품의 표준 한글 품명과 표준 단가를 보급품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국방 자산 평가 및 관

리 회계 자료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간된 목록의 일종이다.

보병 탑승차량 | 步兵搭乘車輛 | 무기체계

Infantry Carrier Vehicle

보병을 수송하기 위한 장갑차이다.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 步兵用中距離誘導武器 | 

무기체계

Infantry Middle Distance Guided Missile

현용 대전차무기의 노후화 및 제한사항을 해소하

고, 적전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

사후 망각형’ 유도무기를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으로 국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로서 적의 전차

나 비행기를 향해 발사할 수 있으며 LIG넥스원, 

한화와 공동 개발하였다.

보상 | 補償 | 정책/제도

Indemnity /  Compensation

1.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 행위에 의하여 가

하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

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 행위에 의하여 

가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배상에 대응

하는 개념.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합

법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워 갚음을 뜻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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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사법을 막론하고 적법행위에 의하여 가하

여진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불법행위에 의하여 가

하여진 재산상의 손해를 보존하는 배상에 대응하

는 개념이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합리적인 권력 행사로 인하여 받은 손실을 국가

가 보상하여 줌을 뜻한다.

보상 계약 | 補償契約 | 사업/계약관리

Indemnity Agreement

보통 기업자는 보상금을 납부하고 요금 기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감독에 복종할 것

과 지방자치단체의 매수(買收)에 응할 것을 약정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도로 

·교량 등의 점용(占用)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면

제하며 사업경영의 독점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

우가 많다. 그러나 보상계약의 성질이나 효력에 

관하여는, 국가법과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되기도 하며, 분쟁이 생기

는 일도 있다. 

보상계약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순수한 사법

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설,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보는 설, 공법과 사법의 두 분야에 걸치는 공 ·

사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설 등의 대립이 있으며, 

그 효력에 관하여서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유효하다는 설,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입장에서 법적 근거 없이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설, 공 ·사 혼합계약

으로 보는 입장에서 개개의 구체적 조항을 검토

하여 개별적으로 유효 ·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는 설 등이 있다.

보세 운송료 | 保稅運送料 | 사업/계약관리

항구 입항 후 해당 세관창고까지 운송하는데 발

생하는 비용으로 운송료(부과세), 면허수수료(부

과세)로 구분한다.

보세 창고료 | 保稅倉庫料 | 사업/계약관리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

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수 공사 | 補修工事 | 전력지원체계

Repair Work

1. 일상적인 손질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노후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거

나 향상시켜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

리 또는 대체하는 시설 공사.

2. 시설물을 원상태로 유지하거나 당초의 목적

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한 공사를 말하

고,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대규모 보수라 함

은 노후 또는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 주요 구조

부(기둥, 보, 지붕, 내력벽)의 변형을 가하지 않

는 건물의 보수 또는 설비의 교체 등을 도급공사

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규모 보수라 함

은 기존 시설의 형태 변형 없이 건물이나 구조

물, 설비 등의 부분적 수리를 소요자재를 구매하

여 병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예방유지

(격별) 보수라 함은 시설 부서의 주기적인 점검 

시에 발견된 결함사항을 단시간 내에 개선하여 

시설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간단한 보수를 말한

다. (4) 전화신청 작업이라 함은 단시간 내에 보

수가 가능한 시설물의 결함을 작업의뢰서에 의하

지 않고 전화로 신청 받아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

다. (5) 자체보수라 함은 시설대대에서 소요자재

를 지원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원된 

자재를 이용하여 자체 병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6) 긴급보수라 함은 시설보수계획에 포

함되지는 않았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대 긴급 소

요 등에 의해 갑자기 실시하는 보수를 말한다.

보수 교육 | 補修敎育 | 행정공통

Refresher Training

공익 근무 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

하거나 임무 수행 태만 등으로 연장하여 복무하

게 된 경우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

한다.

보안 USB  | 保安 USB | 행정공통

Security Universal Serial Bus 

정보유출방지 등의 보안 기능을 갖춘 USB메모

리. 모든 보안 USB는 필수적으로 사용자 식별·

인증, 지정데이터 암·복호화, 저장된 자료의 임

의복제 방지, 분실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삭제 

등의 4가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 USB는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USB메모리를 제어하여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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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암·복호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안 감사 | 保安監査 | 행정공통

Security Audit

보안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

하고 분석하는 행위. 감사 대상은 기업의 보안 

정책의 수립부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

함한다.

보안 시스템 | 保安시스템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System

군의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전력지원체계를 

통하여 생산·처리·저장·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논

리를 이용하는「암호장비」,「암호프로그램」,「보안자

재」를 말한다.

보안 정책 통신 규약 | 保安政策通信規約 | 

정책/제도

Security Policy Protocol

통신 네트워크상에서의 보안 정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프로토콜. 여기에는 보안 정책의 

변경, 처리, 보호에 관한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동일한 보안 정책을 사용해야 가입자 및 서버 간

의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

지고 있어 변경이 자유롭다.

보안 패치  | 保安 Patch | 행정공통

Security Patch 

운영체계나 응용프로그램에 내재된 보안 취약점

을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보안패치를 할 경우 취

약점을 악용하는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고, 각

종 PC 오류의 원인을 제거해 준다. 

보안 평가  | 保安評價  | 행정공통

Security Evaluation 

정보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제

품에 대한 보안성 평가. 관리자는 네트워크 모니

터에서 해킹에 이르기까지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직접 침입함으로써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보안 평가는 응용 환경을 배

제한 상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나 확인 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제품 평가와 특정 

운영임무와 시스템의 안전에 대한 인증이나 인가 

과정을 평가하는 시스템 평가가 있다. 

보안업무규정 | 保安業務規程 | 행정공통

Security Operational Rule

보안은 위험을 대비하여 방호하거나 위험에 노출

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을 말한다. 보안은 주로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관할하며 해당 

업무의 책임을 동시에 지닌다.

보안업무규정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준

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작성하여 놓은 것이

다. 보안업무규정에는 보안의 책임자를 설정하

고, 비밀의 종류, 비밀 보호 방침 등을 작성하여 

기록한다.

보유 재고 | 保有在庫 | 전력지원체계

Retention Stocks

보유 수준 이하의 경제적 보유 재고량을 말하며, 

인가된 저장 목표(SO)량을 초과하는 흑자 보급

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존 보유 중인 사용 가

능 및 불가능 물자가 포함된다.

보장성 품목 | 保障性品目 | 전력지원체계

Insurance Type Item

1. 1회 이상 소요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기치 않

은 소요 발생시 체계 운용이나 안전에 심각한 영

향을 주는 품목이다.

2. 일정한 기간 내에 변질되면 제조회사에서 책

임지는 품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라면은 하자기

간이 3개월, 전투식량은 1년일 때 그 기간 전에 

변질이 되면 제조회사에서 교환해 주도록 품질을 

보장하는 품목이다.

보정 값 | 補正value | 사업/계약관리

Correction Value

계통오차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정 전 측정결과에 

대수적으로 더하는 값이다.

보정 계수 | 補正係數 | 전력지원체계

Conversion Factor

체계/장비의 연간 운용 소요를 분석 대상 품목의 

연간 운용 소요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소수점 표시부호) 계수는 분석 대상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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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사용율(주기, 마일, 발, 시간 또는 기타 적

절한 측정 단위로 표시)을 체계/장비의 사용률로 

나눔으로써 얻어진다.

보조 장비 | 補助裝備 | 사업/계약관리

Auxiliary Equipment

주장비의 기능을 보조하는 장비를 말한다.

보조 지침서 | 補助指針書 | 정책/제도

Advisory Circular

미연방항공국(FAA)이 항공 종사자에게 체계적

으로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비규제적인 지침서를 

말한다. 참고문서로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보조지침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다. 보조지침서는 지정된 주제분야에 있어 지침

과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연방항공규정을 충족

하기 위해 연방항공국 담당자에게 수락가능한 방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행된다. 감항인증 기준

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방항공규정 14’를 사용할 

경우 관련된 보조지침서를 지침서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보조원 | 補助員 | 행정공통

Assistant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보증 | 保證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 Warranty

책임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채

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신하여 채

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담보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제품의 경우에는 일

정 기간 규정된 고장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장하

고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 수리 정비 등의 책임을 

진다.

보증 보험 | 保證保險 | 사업/계약관리

Guarantee Insurance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

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

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한다. 인적담보제도인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자력(資力)에 의존하는 것

이므로 그 자력이 부족하면 채권을 담보할 수 없

게 되므로 보증인의 자력확보가 문제되나 보증보

험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증

보험은 가압류 또는 임시 처분 신청 시 공탁금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 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액수를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며, 물건

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형사 보석금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보증 신용장 | 保證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Stand-by LC

신용장 개설 은행이 신용장의 수익자가 신용장에 

정하여진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신용

장의 한도액까지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다. 

보증 신용장은 현지금융의 수단으로서 해외지점

의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인 현지은행 앞으로 

본사의 거래은행이 개설된다. 만약 현지의 해외

지점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현지은행이 신용

장 개설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여 구상한다. 

보증신용장은 보증계약 내지 손해담보계약의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종래 무역계약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신용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증금 | 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Deposit, Security Money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군수품 조달 계약에 있어서 계약

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고 만약 불이행

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 배상을 용이하게 하

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 부터 미리 징수

하는 물적담보를 말한다. 이것은 민법상 위약금

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으로 손해 배상의 예정액

이 되는 것이나 실액 변상을 특약할 수도 있다. 

관청 계약상의 보증금에는 입찰 보증금, 계약 보

증금, 차액 보증금, 하자 보수 보증금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

라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입은 손해 배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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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 補充 | 행정공통

Supplement

손실에 의해 발생된 부족 병력을 충원하는 것으

로서 보충 방법에는 개인 보충과 부대 보충, 그리

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준용한 집단 보충이 있다. 

보충 보급 | 補充補給, | 전력지원체계

Method Of Resupply

인가된 보급 수준 또는 보급 기준의 소모분에 대

한 보급을 말한다.

보충 불출 | 補充拂出 | 전력지원체계

Replacement Issue

인가 문서에 규정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 

보급된 장비를 대치하는 사용부대에 대한 불출

량을 말한다. 이러한 불출은 경제적인 수리를 할 

수 없는 마모, 유기, 파손, 적 활동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의 보충이다.

보충 소요 | 補充所要 | 전력지원체계

Replacement Requirement

작전 기간 중 소모 및 피해량을 보충하기 위해 

차후 재보급이 요구되는 소요로 소모 보충 소요

와 피해 보충 소요로 구분한다.

보충 소집 | 補充召集 | 행정공통

Supplement Call

현역에 복무하지 않은 예비역 장교, 부사관 및 

무관 후보생을 현역에 복무시키기 위하여 하는 

소집. 또는 현역 복무를 마친 예비역 장교나 부

사관을 학생 군사 교육의 요원으로 복무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소집을 말한다.

보충 청구 | 補充請求 | 전력지원체계

Replacement Demand

과거에 수령한 경험이 있는 품목으로서 인가량의 

보충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수

증철, 총배당량 또는 현행 운영 배당량에 부족되

는 수량이나 재산 대장과 비교하여 부족한 수량 

그리고 손망실로 인한 부족 수량, 규정 휴대량 

청구를 말한다.

보충역 | 補充役 | 행정공통

Reservist Duty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서,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

급 사정에 의해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

니한 사람과 공익 근무 요원, 공중 보건 의사, 국

제 협력 의사, 전문 연구 요원, 산업 기능 요원 등

으로 복무 또는 의무 종사 중이거나 마친 사람과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보충율 | 補充率 | 전력지원체계

Supplementary Rate

일정한 기간 내에 보유중인 장비가 사용 불가능

하게 되었거나, 전투 피해, 포기 기타로 인해 동

원으로 보충되어야 할 장비의 월간 평균 수요량

을 말한다. 소모 및 보충률은 전·평시 보충 소

요량의 산정 지침으로 사용되며, 전·평시로 구

분하여 보급 회보(SB)에 수록한다.

보통 분해 | 普通分解 | 전력지원체계

Field Strip

일반 병사가 병기를 손질하기 위하여 간단한 부

품에 대하여 행하는 분해를 말한다.

보험 부보 | 保險付保 | 사업/계약관리

수송할 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

입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 | 保險料 | 사업/계약관리

Premium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화재 내지 손

해보험,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을 말하

며, 방산원가에서는 이중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것에 한하여 계상한다.

보호 장치 | 保護裝置 | 전력지원체계

Protective Device

전기 기기에 대한 접속 도선을 거쳐서 외부로부

터의 이상 상태로 인한 기기의 손상을 막기 위하

여 또는 전기 기기의 내부에 있어서의 자기 손상 

또는 외부와의 접속 도선을 거쳐서 외부의 전기 

기기에 손상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회로 

내에 설치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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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정책 | 保護貿易政策 | 정책/제도

Protective Trade Policies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수입을 

제외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 정책으로 수입 통제책이라고도 하며 정책 

수단으로는 관세 정책을 포함한다. 방식으로 다

음과 같은 것이 있다. 보조금 지급은 수입 대체

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입 할당제(Quota System)는 수입하

여도 좋은 상품의 종류, 수량, 수입 상대국 등을 

정부가 할당하는 제도이다. 구상 무역제(Barter 

System)는 수입 초과 방지책으로 상대국에 대한 

수출 실적에 따라 수입액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계 무역제(Link System)는 수출을 수량이나 

가격에 서로 연관시켜 수출에 준하여 수입을 허

가하는 제도이다. 수입 허가제는 일정한 상품 수

입시 미리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보훈 복지 단체 | 寶訓福祉團體 | 정책/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말하며 이와 같은 단체로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

촌, 상이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

복지법인, 새마을공장, 특별법인 등이 있다. 방

위사업청은 보훈복지단체와 수의계약 업무에 관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침을 제시하여 보훈복지

단체 수의계약의 근본취지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국방조달을 보장하고자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복구 | 復舊 | 전력지원체계

Recovery

이전 모양으로 회복하거나 이전과 같이 고침을 

뜻한다. 파손된 물자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

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복구 가능품 | 復舊可能品 | 전력지원체계

Recoverable Item

수리부속 중에서 수리 또는 재생 가능한 주요 구

성품 및 결합체로써 재생 가능 품목 또는 복구성 

품목이라고도 한다.

복구성 부호 | 復舊性符號 | 전력지원체계

Recoverability Code

사용 불가능한 품목들에 대한 처리 행동을 지시

하기 위해 지원 품목에 표시되며, 근원, 정비 및 

복구성 부호(SMR) 양식의 다섯째 자리에 위치한

다. (Z: 수리 불가능한 품목, 세 번째 위치에 지

시된 정비 계단에서 폐기 처분, O: 부대 정비 계

단에서 폐기 처분, F: 직접 지원 정비 계단에서 

폐기 처분, H: 일반 지원 정비 계단에서 폐기 처

분, D: 수리 가능 품목이며, 하급 정비 계단에서 

수리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는 창으로 후송

복구성 품목 | 復舊性品目 | 전력지원체계

Repairable Item

통상적인 수리절차를 통해 서비스 가능한 상태로 

복구가 가능한 내구재 품목이다. 경제적, 공학적

으로 수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

로 재생가능품이라고도 한다.

복리 후생비 | 福利厚生費 | 사업/계약관리

Fringe Benefit

1.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

금과는 달리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

고 근로환경의 개선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위

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출하는 복리후생의 비

용은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 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2.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

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

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복사계 | 輻射計 | 사업/계약관리

Radiometer

지표면 혹은 지표 바로 아래에 있는 토양과 암석

으로부터 방사되는 아주 긴 파장(1-10cm)의 에

너지를 감지하는 감지기. 광산 탐사, 토질 측량, 

토양 함수량 측정 등에 이용된다.

복수 경쟁 | 複數競爭 | 행정공통

Plur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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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사 품목에 대하여 

예정 가격을 복수로 결정하여 유사 품목을 생산

할 수 있는 여러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경쟁 입찰 제도를 말한다.

복수 업체 지정 방산물자 

| 複數 業體 指定 防産 物資 | 정책/제도

동일한 방산물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방산업체

에 복수로 지정된 방산물자를 말한다.

복수 예비 가격 | 複數豫備價格 | 사업/계약관리

기초 예비 가격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가격을 말한다.

복잡 정밀 품목 | 複雜精密品目 | 전력지원체계

제품의 형상이 복잡 정밀하며 제품 자체로 단독 

성능을 발휘하는 품목을 말한다.

복잡 품목 | 複雜品目 | 전력지원체계

제품의 품질 특성상 완성품으로서는 품질을 판정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과

정에서 품질 적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복제 규정 | 服制規定 | 정책/제도

Uniform Regulation

장병이 착용할 여러 제복의 모양, 규격, 색, 종

류, 품질,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다.

복합 민원 | 複合民願 | 정책/제도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민원사항과 관련

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부서의 허가·인

가·승인·추천·협의·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

는 민원사무를 말한다.

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민원이 신청된 경우 「농지

법」에 의한 농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등 여러 부서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거치

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복합민원이

라고 한다.

복합 속성 | 複合屬性 | 행정공통

Composite Attribute

정보의 식별 가능한 부분들의 특정 집합으로 구

성되는 속성을 말한다.

복합 운송 선하증권 | 複合運送船荷證券 | 

정책/제도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Multimodal 

Transport BL

최종 목적지까지 육상, 해상, 항공 중 적어도 2

개 이상의 다른 운송 수단에 의해 복합 운송되는 

경우 발행한다.

복합 체계 분석 | 複合體系分析 | 정책/제도

System Of Systems Analysis

1. 여러 체계들로 구성되거나 여러 체계들 간에 

연계성을 가지는 복합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말

한다. 

2. 적의 정치·군사·경제·사회·기반구조·정

보(PMESII)체계들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체계를 분석하여 의존성이나 강점과 약점, 노드

(Nodes)들을 찾아내어 적의 전체 체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지식 기반을 구축하는 분석 활동. 효과 

기반 작전을 위한 운용 체계 평가(ONA)의 핵심

이다. ☞ SoSA(System Of Systems Analysis)

본선 인도 조건 | 本船引渡條件 | 정책/제도

Free On Board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선적

상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고, 그 지

점으로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과 멸실, 손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FOB(Free On Board)

본예산 | 本豫算 | 사업/계약관리

Basic Budget / Original Budget

예산을 성립 시기에 의해 분류한 것으로서 정부

가 최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

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 본조(本租)

본조 및 국채 | 本租--國債 | 사업/계약관리

Original Budget/National Debt

당해 회계 년도에 지출 가능한 예산을 본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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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 해 이후 지출 가능한 금액을 국채라 한다.

본조(본조달 예산) | 本調 | 사업/계약관리

Original Budget

1. 당해 연도 내에 계약 납품 지출을 완료하는 예

산으로 당해 연도에 납기를 설정해야 함

2. 본조는 본예산이라고도 하며, 헌법 제54

조에 의거 국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매년

1.1~12.31)의 예산이다. 이는 당해 연도에 지출

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예산이라 함은 본예산

을 뜻한다.

부가 비용 | 附加費用 | 사업/계약관리

Accessorial Cost

표준 가격이나 계약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물자

의 생산, 판매, 운반하는 데 드는 잡비. 용역, 교

육 등의 잡비도 포함된다.

부가가치 | 附加價値 | 사업/계약관리

Value Added

판매 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 총생산액에서 생

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공제한 순액으로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물에 새로이 부가한 가치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 附加價値稅 | 사업/계약관리

Value Added Tax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내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과

하는 세금, 즉 영업세나 물품세처럼 기업이 판매

한 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금액에서 매입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부가

가치에다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것이 부가가치세

액이 된다. 

☞ VAT(Value Added Tax), 부가세(附加稅)

부가세 | 附加稅 | 사업/계약관리

Additional Tax

국세를 기준으로 다시 지방 공공단체가 첨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정수 | 附加定數 | 사업/계약관리

Additive Level

전시 비축 소요 및 생산 중단 대비 사전 확보 품

목, 초도 예비 수리부속 등 특수 소요가 발생할 

때 설정하며 부가 정수는 최고 정수, 최저 정수, 

고정 정수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청구량 

결정 및 일반 운영 개념상 청구 목표에는 포함되

지 않는다.

부게 보정 | Bouguer補正 | 행정공통

Bouguer Correction

관측점들의 고도차에 존재하는 물질의 인력이 중

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관측점 아래 존재하는 물질은 모두 다르지만, 관

측점과 기준면의 높이차를 두께로 하는 밀도가 

일정한 무한 수평판(부게판)이 있는 것으로 가정

하고 계산한다. 부게 보정은 관측점이 기준면보

다 높을 경우, 질량에 의한 인력이 관측 값에 더

해져 있으므로 보정 값을 빼주어야 하며, 후리에

어 보정과는 보정 부호가 반대이다.

부과금 | 賦課金 | 사업/계약관리

Surcharge

표준가격 또는 물자의 계약원가에 포함되지 않

은 물자의 불출, 판매, 이전과 관련 부수적인 

비용. 포장/결박/취급비(Packing, Crating, 

Handling : PCH), 수송비(Transportation), 

행정비(Administrative Fee), 군수지원비 

(Logistics Support Change), 계약행정서비스

(Contract Administrative Service), 저장원가 

(Storage Costs), 집합원가(Staging) 등이 포함

된다.

부기 | 簿記 | 사업/계약관리

Bookkeeping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결

과를 적는 기장법이다. 특정한 경제 주체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 사실 및 

그 사유를 명확히 알기 위한 조직적인 기록 계

산 방법이며, 회계 기술이다. 부기는 기록 계산

의 방법에 따라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분류

하며, 부기를 이용하는 회계 주체에 따라서 영리 

부기와 비영리 부기로 분류한다. 영리 부기는 기

업 부기라고도 하며, 이것을 상업 부기, 공업 부

기, 은행 부기, 농업 부기 등 업종에 따라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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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영리 부기는 가계 부기, 학교 부기, 관청 

부기 등 비영리 단체에서 적용한다.

부담금 | 負擔金 | 사업/계약관리

Burden Charge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돈

이다. 국가와 공공지방 단체 상호간에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부대 가중치 | 部隊加重値 | 행정공통

Weapon Effectiveness Index/weighted Unit Value)

여러 가지 무기들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피아 부대 간의 상대적 전투력을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 WEI/WUV(Weapon Effectiveness Index/

weighted Unit Value)

부대 계획 | 部隊計劃 | 행정공통

Troop Programming

군 통제 계획의 하나로서 현역 군 병력 및 부대 

구조에 대한 목표와 지침을 제공하고 군 전략 목

표 기획 및 제한된 전투를 위하여 제 소요를 충

족해 주기 위한 창설, 해체, 개편, 군인 및 군무

원에 대한 부대 기준 전개 및 준비 태세 목표를 

설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 TP(Troop Programming)

부대 구조 | 部隊構造 | 행정공통

Unit Structure

국방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기초로 지휘 부대, 

전투 부대, 전투 지원 부대, 군수 지원 부대, 행

정 지원 부대로 구분하여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

도록 지휘 제대별로 형성된 체계를 말한다.

부대 기준표 | 部隊基準表 | 행정공통

Troop Basis

특수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의 부대와 인원(군

속 포함)의 수, 편성 및 장비별로 나타낸 인가표

를 말한다.

부대 방호 | 部隊防護 | 행정공통

Unit Protection

모든 장소와 상황 하에서 부대원, 민간 고용인, 

가족, 시설 및 장비들을 방호하기 위해서 계획된 

경계로서 대 테러 작전, 물리적 경계, 작전 보안 

및 인원 방호들을 계획적으로 통합 적용함으로써 

달성된다.

부대 보충 | 部隊補充 | 행정공통

Unit Replacement

편제상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예속되었거나 

배속된 부대 중에서 대량 피해로 무력화된 부대

를 동등한 편성 장비표를 가진 부대로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부대 전체를 대치시키는 

보충 방법이다.

부대 분배 | 部隊分配 | 행정공통

Unit Distribution

상위 혹은 지원 부대에서 하위 혹은 피지원 부대

에 추진 보급하는 형태로 피지원부 대가 기본 임

무 수행에 전념 가능한 분배 방법이다.

부대 비용 | 附帶費用 | 사업/계약관리

Accessorial Cost

1.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물자의 불출, 판매 및 

이전, 또는 용역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이다. Accessorial Cost의 최상위 부호는 

“LOO” 이다.

2. 국외 조달 등 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용어로

서 물자 가격 이외에 인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 즉, 포장(Packing), 결속(Crating), 취급

(Handling), 수송(Transportation), 관세 및 그 

밖에 적하 보험료와 조작료 등이다.

부대 수리부속품 | 部隊修理附屬品 | 

전력지원체계

Oranization Repair Parts

부대 자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그 부대에 인가된 

수리부속품을 말한다. 부대 수리 품목은 분배 목

적을 위한 저장 수리부속품과 대응하는 용어이다.

부대 시험 | 部隊試驗 | 정책/제도

Troop Test

작전, 편성 개념, 교리, 전술 및 기술 평가를 위

하여 또는 자료에 대한 더 좋은 첩보를 얻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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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야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부대 식별부호 | 部隊識別符號 | 정책/제도

Unit Identification Code

여섯 자리의 영숫자로 구성된 부대의 유일한 

식별 부호. 일반적으로 첫 문자는 A(Army), 

N(Navy) 등과 같이 군종을 나타낸다.(예: 

A00234).☞ UIC(Unit Identification Code), 

단위 부대 식별 부호(單位部隊識別符號)

부대 실용 운용시험 | 部隊實用運用試驗 | 

사업/계약관리

시제품에 대한 각종 작전 환경 및 이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군 요구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시

험을 말한다.

부대 예규 | 部隊例規 | 정책/제도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대원이 수행하여야 

할 행동 절차를 정하여 놓은 규정.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여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SOP(Standing Operating Procedure)

부대 예비품 | 部隊豫備品 | 행정공통

Reserve Supplies, Unit Reserves

비상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대가 보유하는 규정

된 양의 예비보급품이다. (1) 적절한 보급품의 지

속성을 계속 유지할 목적으로 즉시 필요한 소요

량을 초과하여 저장하고 있는 보급품. (2) 안전 

수준을 채우고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보급 소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가된 물자의 양(量). 특

정 목적의 예로서는 신설되는 부대를 위한 장비

나, 예상되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보급품의 설

정이 이에 해당된다.

부대 이동 | 部隊移動 | 행정공통

Troop Movement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유지한 

상태로 부대를 요구하는 시간과 장소에 위치시키

는 것을 말하며 전술적 부대 이동과 행정적 부대 

이동으로 분류되며, 형태에 따라 육상 이동, 해

상 이동, 공중 이동으로 구분한다.

부대 임무 우선 순위 부호 

| 部隊任務優先順位符號 | 행정공통

Forces Activity Designator

미 육규 725-50 보급품 청구, 불출, 수령 제도

에 의거 부대 임무 우선 순위 번호(FAD)까지 우

선 순위를 구분하는 부호이며, 한국은 평시에 부

대 임무 우선 순위 부호(FAD)를 적용하여, 대미 

보급품을 조달한다. 

☞ FAD(Forces Activity Desi—gnator)

부대 장비 | 部隊裝備 | 행정공통

Unit Equipment

부대에서 기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 장비를 

제외한 공동으로 사용되는 장비(발전기, 차량, 

기계장비류 등)를 말한다.

부대 정비 | 部隊整備 | 전력지원체계

Organizational Maintenance

1. 편성장비표 또는 배당표에 인가된 공구,수리

부속품을 사용하여 운용부대 정비병이 수행하는 

정비이다.부대정비 계단의 능력은 보통 주기적인 

장비의 점검,고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 및 주요 

품목의 제거/교환 등으로 제한된다. 즉,정비수준

은 공구,시험장비 및 훈련된 인원에 의해 임무수

행 가능여부를 점검하는 일일점검,고장 품목의 

제거,교환 등과 같은 낮은 수준이다.

2. 장비를 운영하는 부대에서 지휘관 책임 하에 

편제 인원과 공구를 사용하여 점검, 주유, 조정, 

수리, 시험 및 결합체 교환 등 장비 사용자 및 부

대 정비 요원이 실시하는 정비. 사용자 정비(1계

단), 정비병 정비(2단계)로 구분한다. 

☞ OM(Organizational Maintenance), 자대 

정비(自隊整備)

부대 정비 수집소 | 部隊整備收集所 | 행정공통

Unit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장비 운용 부대가 전투 지역에서 발생한 고장 장

비의 회수 및 수리, 동류 전용, 후방 지역으로의 

이송을 위해 대대 야전 치중대 지역 내에 설치

한 장소를 말한다. 부대 정비수집소는 편제상의 

상설 기구가 아니고 전술 상황 하의 정비 소요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 운용된다. 따

라서 특정 지역의 부대 정비 수집소 설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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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달 정보 체계 

일반적으로 대대 군수장교가 당시의 상황 판단 

요소(METT-T)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

로 부대 정비 수집소의 기능과 역할은 현장 정비 

요원을 제외한 부대 정비 요원 위치/대기, 현장 

이송 장비에 대한 피해 평가/수리, 긴급한 수리

부속 동류 전용 및 현장 소요 수리 부족 확보, 제

공, 정비 능력 초과 장비에 대한 후방으로의 이

송 및 후송이다.

부대 정비병 정비 | 部隊整備兵整備 | 행정공통

편성 장비표 혹은 기타 배당표에 인가된 공구와 

수리부속품을 사용하여 교육받은 기술병이 수행

하는 정비로서 정비의 종류는 일일, 주간, 월간, 

반년정비로 구분한다. 육군에서는 부대정비 중에

서 2계단 정비에 속한다.

부대 지휘절차 | 部隊指揮節次 | 행정공통

Troop Leading Procedure

부여된 임무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동안 지휘관이 

그의 시간과 장비와 인원을 가장 잘 이용하기 위

하여 취하는 행동 및 사고 과정의 순서를 말한다.

부대 편성 | 部隊編成 | 행정공통

Unit Organization

부대의 지휘, 전투 및 근무 요소를 포함하여 능

률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 할당 | 部隊割當 | 행정공통

Allocation of Forces

예하 부대가 부여된 전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특정한 부대나 기타 자원을 지정하여 주는 것

으로서, 방법으로는 예속, 배속 또는 작전 통제와 

직접 지원, 증원 그리고 일반 지원이 포함된다.

부대비 | 附帶費 | 사업/계약관리

Accessorial Cost

국제계약 체결시 물자대 외에 인도과정에서 발생

하는 포장, 결속, 취급, 수송 및 적하보험료, 조

작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부대시설 | 附帶施設 | 전력지원체계

Subsidiary Facilities

시설(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 시설로써 

울타리, 옹벽, 도로포장, 배수로, 맨홀, 정화조, 

대문, 물탱크 등 설비 시설 이외 일체의 공작물

을 말한다.

부대조달 | 部隊調達 | 행정공통

Unit Procurement

예산을 배정받은 부대가 자체에서 계약 구매하는 

조달형태이다. 현지조달이라고도 하며, 이는 현

지부대에 집행예산을 배정하여 그 부대의 특성에 

알맞은 품목, 수량을 조달케 하는 소규모 조달방

법이다.

부대조달 부식 | 部隊調達副食 | 사업/계약관리

Unit Procurement Side Dish

장기저장이 불가한 식품류로서 군지사령관이나 

군지단장 책임하에 계약된 식품제조업체, 농/수

협 등을 통하여 조달되며, 부식분배 주기를 적용

하여 수납부대에서 납품받아 분배 후 급식하는 

부식을 말한다.

부대조달 상업 수시 구매 

| 部隊調達商業隨時購買 | 사업/계약관리

부대조달 상업 수시 구매라 함은 공군에서 품목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 금액만을 확정하

여 소요(구매, 정비) 발생 시 수시로 청구하여 구

매하는 외자 상업 계약의 한 형태로 군수사에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대조달 외자 직구매/수리 

| 部隊調達外資直購買 | 사업/계약관리

부대조달 외자 직구매/수리라 함은 긴급 소요 및 

획득 애로 품목에 대해 군수 사령부에서 해외 제

작자 또는 현물 보유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

하는 상업 계약 형태를 말한다.

부대조달 정보 체계 | 部隊調達情報體系 | 

정책/제도

Uni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각 군부대 계약담당관이 구매요청서 작성부터 조

달판단,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대가지불까

지 부대조달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부(국방망) 업무 시스템으

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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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달 품목

용된다.

부대조달 품목 | 部隊調達品目 | 행정공통

Unit Procurement Item List

중앙 조달 품목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당해 물자

를 수요로 하는 현지 부대에 예산을 배정하여 배

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부대별로 조달하는 품목

으로서 현지 조달 품목이라고도 하며, 부대조달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은 품목들이다. 

1. 각 군에 특수한 품목으로 부대조달이 현저하

게 유리하다고 판단된 품목. 

2. 부대 시험용으로 개발된 품목으로 최초 연도 

조달된 품목. 

3. 창 정비 및 생산용 소모성 자재. 

4. 희소 장비 유지를 위한 유지 부속품. 

5. 비장기 저장성 식품으로 부대영달 부식비에 

의하여 부대장 책임 하에 조달하는 품목(부대조

달품).

6. 기타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정 또는 승인한 품

목. ☞ 현지 조달 품목(現地調達品目)

부대항고 | 附帶抗告 | 정책/제도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요구자가 특별징계의 심의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상대

방이 제기한 항고에 편승하여 제기하는 항고를 

말한다.

부분 검사 | 部分檢査 | 정책/제도

Spot Check

전체의 상태를 판단하는 지침으로서 납품 또는 

제작업자의 원포장 내의 전체 수량 중 10%를 무

작위 추출하여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부분 

검사량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발췌하는 샘플은 무작위로 추출

되어야 한다.

부분 동원 | 部分動員 | 정책/제도

Partial Mobilization

적 공격 전 위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역과 자원 종류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동원하

는 것을 말한다. 전면전 시 총 동원을 하기 전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 유연한 동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원가계산 | 部分原價計算 | 행정공통

Partial Costing

어떠한 목적에서 일부의 원가 요소만을 계산 대

상으로 하는 원가 계산이다.

부분 조립생산 | 部分組立生産 | 전력지원체계

Semi-completely Knock Down

부품을 제외한 일부 구성품이나 결합체가 조

립된 상태로 포장되어 선적, 운반되어 현지 공

장에서 전체적으로 조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 세미 녹다운이라고도 한다. ☞ SKD(Semi-

completely Knock Down), 세미 녹다운(Semi 

Knock Down)

부분급 | 部分給 | 전력지원체계

Partial Payment

공사, 제조 및 물품 구입 등의 계약에서 그 목적

물의 완성 전 또는 완납 전에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기성 부분과 기납 부

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대가의 지급 시기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에 지급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사나 제조 등

의 도급 계약과 물품의 구입 계약에 있어서는 특

약에 의하여 부분급을 할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여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분급의 한

도액은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는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댓가의 10분의 9, 물품의 구입에 있

어서는 기납 부분 댓가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품 | 部分品 | 전력지원체계

Part

1.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

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볼트, 너트, 와

셔, 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파괴하거나 본래의 사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

고서는 보통 분해할 수 없는 낱개 물품.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 단위 품목

을 말한다. 볼트, 너트, 와셔, 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부분품 도해서 | 部分品圖解書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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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ed Parts Breakdown

부분품을 상세히 도식화하여 설명한 것을 말한

다. 부분품 도해서는 각 부속품의 부분품 번호, 

장착수량, SMR 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어 각 부

속품의 상호 조립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

리부속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된다. 

공군의 경우, ‘부분품도해명세서’라는 기술교범

으로 항공기, 기관 및 보기류의 구성품을 상세히 

도식화하여 설명함으로써 각 부분품의 신청, 분

해, 조립, 식별을 위하여 부분품번호(P/N), 장착

수량, SMR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어 각 부분품의 

상호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항공기상의 부

분품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수리부속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항공기 기

종별로는 해당 기종의 TO-4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부분품비 | 部分品費 | 사업/계약관리

Parts Cost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수입부품·외장재료 및 제11조

제3항제12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를 말한다.

부산물 | 副産物 | 전력지원체계

By Product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

급 또는 토목·건축 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 주산물(Main Product)의 제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부가적 물품으로 매각 가

치 또는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생

산 기술상 동일한 원재료에서 일종 이상의 제품

이 생산되고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제품을 주

산물이라고 하고, 중요도가 낮은 것을 부산물이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석탄 가스를 생산할 때 산

출되는 코크스와 콜타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부속 회수 | 附屬回收 | 행정공통

도태계획 장비의 운영유지 수리부속 지원을 위해 

이미 도태되어 관리하고 있는 장비에서 필요한 

수리부속을 탈거(脫去)하는 것을 말한다.

부수품 | 附隨品 | 행정공통

Accessories

장비의 기본 부문에 부가하여 그의 기본적인 사용 

범위와 목적을 확대 및 변경시킴이 없이 사용되는 

보충적인 품목을 말한다. 예를 들면 - 카메라 필

터 및 플래시, 차량의 타이어체인(Tire Chain), 예

비 타이어, 도끼, 삽, 유관, 부수 공구 등.

부유 장비 | 浮遊裝備 | 행정공통

Flotation Equipment

주로 육군에서, 고무 보트 따위의 물 위에서 쓰

는 장비를 말한다.

부적합 | 不適合 | 행정공통

Nonconformity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스템 문제점

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혹은 계획을 사업

관리부서나 개발자 혹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증기관에 의해 규정된 제품 

또는 인증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진 요

구사항으로부터 일탈, 요구 사항의 불충족을 말

한다.

부적합 시험 | 不適合試驗 | 정책/제도

Nonconformity Test

시험의 일부 및 결과가 자체의 절차 또는 고객과 

합의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게 수행된 시험을 

말한다.

부정당업자 | 不正當業者 | 사업/계약관리

부정당업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

을 위반함으로써 정부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를 말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함

으로써 정부의 계약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목

적을 둔 제도이다.

부착검사 | 附着檢査 | 정책/제도

Adhesion Test

군수품 조달을 위한 검사 행위의 일부이며, 품질

에 대한 요구 성능을 결정하는 주체로써 장비 보

유 부대에 의뢰, 적용 장비에 부착하여 완벽한 

품질 보증 및 사용자의 요구도를 충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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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시험

검사를 말한다.

부착시험 | 附着試驗 | 정책/제도

Adherence Test

시제 부품이나 구성품을 실제 적용 대상 장비에 

부착하여 조립 상태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운

용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부채 | 負債 | 사업/계약관리

Debt

1.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

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present 

obligation)이다.

2. 빚을 지는 것으로 일명 타인자본이라고도 한

다. 장래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될 일체의 의무

를 의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

류하며, 유동부채는 회계학 상으로 단기간 또는 

1년 이내 변제하여야할 것들로서 지급어음, 외상

매입금, 단기차입금, 당좌차월(當座借越), 미지

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가수금, 부채

성충당금 등이 있으며, 고정부채는 변제기간이 1

년 이상 장기적인 것으로 사채, 장기차입금, 관

계 회사차입금, 외국차관 등이 있다.

부품 | 部品 | 행정공통

Part, Assembly, Component,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분품(part): 볼트, 너트, 핀 등 한개의 품목

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

위 품목을 말한다. 

2. 결합체(assembly):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

리쇠 뭉치 등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부분품(part)

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

목을 말한다.

3. 구성품(component): 엔진, 변속기 등 두개 

이상의 결합체(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개의 물체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

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

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부품 계측기법 | 部品計測技法 | 전력지원체계

Measure Analysis, Parts Measure Analysis

부품수를 이용한 신뢰도 예측으로 초기 상세 설

계 단계에서 행하여지며, 설계에 이용되는 부품 

형태별 부품의 개수가 명확하게 확정되어 이후 

개발이나 양산 단계에서 전체적인 설계 변경이 

요구되지 않을 때 이용된다. 부품 계측 기법은 

부품의 일반적 형태, 수량, 품질 수준, 운용 환경 

등의 세부 부품 정보가 필요하다. 부품수를 이용

한 신뢰도 예측 계측 기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부품 관리번호 | 部品管理番號 | 정책/제도

Parts Management Number

번호체계를 표준화 하여 일관성과 유일성을 가

진 코드로 미목록화 부품들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부품 국산화 | 部品國産化 | 정책/제도

Part Localize

1. 군 운용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그와 동일한 

품목으로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형

태를 말한다.

2. 국내 연구개발 또는 기술협력생산 등을 통하

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설비를 사용하여 최종대상

체계를 구성하는 부품과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거

나,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

치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품 국산화 정보 체계 | 部品國産化情報體系 | 

정책/제도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 완료 

및 진행 현황과 개발업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

리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약 1년 6개

월에 걸쳐 구축 완료한 체계로서 다양한 고객층

에 적합한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기반 업

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 部品國産化 綜合計劃 | 

정책/제도

부품국산화 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관리

하기 위하여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여 작성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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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 조약 기구

부품 국산화율 | 部品國産化率 | 정책/제도

장비 직접 제조비에서 그 장비에 사용된 부품 소

재 및 기술 도입비 등에 소모된 외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직접 제조비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부품 국산화율 = (직접 제조비-외화 지

출액)/직접 제조비×100(%).

부품 기본정보 | 部品基本情報 | 정책/제도

Parts Basic Intelligence

부품 자체의 특성, 부품 확보를 위한 운영 특성/

유지 보전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품별 기본

적인 정보로 재고번호와 표준관리번호를 기준으

로 관리한다.

부품 단위 소요량 | 部品單位 所要量 | 

전력지원체계

소요단량에 손실을 포함한 부품 단위소요량으로

서 중량 및 크기 개념으로 정의한다.

부품 단종 | 部品斷種 | 정책/제도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 and Material 

Shortages

부품이 수요에 따라 개발되어 생산되다가 기술의 

발전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노후화가 진

행되어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업체의 도산,자

원의 고갈로 인한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해 부품의 

확보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부품 부하 분석기법 | 部品負荷分析技法 | 

전력지원체계

Parts Stress Analysis

부품의 고장률은 해당 부품의 강도와 부품이 받

는 부하에 따라 달라진다. 부하 분석 기법은 상

세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 예측을 위해 적용이 가

능하며 각 부품이 받는 부하에 따라 고장률을 달

리 적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부품 계측 기법과 

같다. ☞ PSA(Parts Stress Analysis), PSA 법

(Psa法)

부품 순량 | 部品純量 | 사업/계약관리

원재료를 투입하여 가공하였을 때 완성된 부품에 

차지한 재료의 순수한 양을 말하며 투입량에서 

손실량을 차감한 양을 말한다.

부품 영향국 부적 영향 

| 部品 影響國 不適影響 | 사업/계약관리

고장/손상유형이 분석대상 품목수준에 있는 품목

의 작동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품목에 영향

을 주는 각 고장/손상 유형의 결과는 2차적인 결

과(부수적인 영향)와 함께 기술되어야 한다.

부품 코드, 품목 코드 | 部品코드, 品目코드 | 

사업/계약관리

Part Code

방산물자를 구성하는 품목들에 부여한 영문 8자

리 코드를 품목코드라고 하며, 그 품목을 구성하

는 부품들에 대해 8자리 품목코드에다 한자리의 

획득 코드와 4자리의 부품일련번호를 합해 총 13

자리로 구성된 코드를 부품코드라 한다.

부품/BOM 목록 | 部品/BOM目錄 | 

사업/계약관리

Bill Of Materials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

으로 표현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정보 및 부

품 구조정보가 결합된 구조 목록을 말한다.

부품·소재 | 部品素材 | 사업/계약관리

Part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

물을 말한다.

부품번호 | 部品番號 | 정책/제도

Part Number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생산품을 식별하고 

공정통제, 자재청구 및 불출 목적상 부속품에 부

여한 번호를 말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 北大西洋條約機構 | 

정책/제도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간의 냉전이 격화되자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8월 서구 

여러 나라가 결성한 정치적·군사적 동맹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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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 한계선

가맹국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1국 이상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고 즉각 무력 행사를 포함하여 

북대서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회복하거나 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

nization), 나토(Nato)

북방 한계선 | 北方限界線 | 정책/제도

Northern Limit Line

서해에서 우군 경비 함정의 경비 활동에 대한 북

방 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유엔사가 설정한 해

군 작전 한계선을 말한다. 

☞ NLL(Northern Limit Line)

분기 커버리지 | 分期Coverage | 

사업/계약관리

Branch Coverage

문장(Statement) 커버리지에 추가하여 해당 분

기문에서 참, 거짓을 최소 1번 이상 실행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분담 비율 | 分擔比率 | 사업/계약관리

Share Ratio

1. 유인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유인이익을 산

출하는 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유인부적용 대상 

비목 등의 실제 발생원가와의 차액 중에서 계약 

상대자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유인 이익의 산출 기준으로서 목표 원가와 실

제 발생 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분

담하는 비율이다.

분담 이행 방식 | 分擔利行方式 | 사업/계약관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

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분류 | 分類 | 행정공통

Classification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종개념을 명확히 구분하

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분류 목록 | 分類目錄 | 행정공통

Classification List

자료나 물품 등을 분류하여 작성한 목록이다. 

☞ CL(Classification List)

분리 계약 | 分離契約 | 사업/계약관리

1. 협력업체의 구성품을 분리계약하여, 주장비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1개 장비를 엔진, 밋숀 등 주요 기능품을 각

각 분리 계약한 후 주장비 조립 업체에 납품토록 

하는 계약 형태이다. 이것은 예산 절감이나 협력 

업체 보호 육성이 가능하나 성능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한계가 곤란하며, 정부가 직접 협력 업

체를 관리하므로 인력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계

약 행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분배 | 分配 | 행정공통

Partition / Distribution

1. 지상 구성군 사령관의 결심에 따라 할당된 근

접 항공 지원 자원을 그 예하 사령부로 분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군의 유지와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시설근

무지원을 수요자에게 적시적소에 적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3. 몫을 고르게 나누어 줌을 뜻한다. 

분배 계통 | 分配系統 | 행정공통

Channel Of Distribution

보급품이 분배되는 과정을 통칭하는 용어로 보급 

추진 계통과 동일한 용어로서 보급품의 흐름, 즉 

보급품이 보급 추진 계통을 통하여 지원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분배 및 배당표 | 分配및配當表 | 행정공통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

부대의 특정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상의 기구와 

인원을 규정한 문서로서 임무 및 기능의 변동에 

따라 편제를 조정하는 부대에 적용한다. 예를 들

면 학교, 훈련소, 교도소, 보급창, 재생창, 연구

소, 생산공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배당표, 인원 및 장비배당표, 편제표

분배 형태 | 分配形態 | 행정공통

Distribu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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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품 수송 주체와 보급품 인계 인수 장소에 따

른 구분으로 임무, 수량, 상황, 여건에 따라 부대 

분배, 보급소 분배로 결정된다.

분산 데이터베이스 | 分散database | 

전력지원체계

Distributed Database, Distributed Information 

Database

1.기술 및 무기체계 정보관리기관이 독립적으로 

자체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한 것을 말한다.

2.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된 가용한 모든 전

장 정보를 동시에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 DDB(Distributed 

Database), DID(Distributed Information 

Database), 분산 정보 데이터 베이스(分散情報 

Database)

분산 모의 시뮬레이터 | 分散模擬simulator | 

전력지원체계

Distribute Simulation

팀 훈련 혹은 연구개발을 위해서 개별 모의 실

험(simulation)을 연합적으로 구성하고 통신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대규모 모의 실험을 구현하

는 장치. 대표적인 분산 시뮬레이터에는 1982

년에 미 DARPA에서 개발된 SIMNET이 있다. 

SIMNET은 전차 시뮬레이터를 네트워크로 연결

하여 훈련용으로 활용한 세계 최초의 분산 시뮬

레이터이다. 

☞ 분산 시뮬레이터(分散 Simulator)

분산 모의 실험 엔진 | 分散模擬實驗engine | 

전력지원체계

Distribute Simulation Engine

기존의 모의 실험(simulation) 엔진과 통신 인터

페이스 및 통신 체계로 구성된 엔진을 말한다.

분산 처리 | 分散處理 | 전력지원체계

Distributed Processing

1. 하나의 중앙처리장치가 처리 또는 제어하고 

있던 기능을 여러 개의 처리 장치에 분산시켜 처

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각 처리 장치들은 자

기만의 일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처리 장치와 통신하기도 한다. 

2. 중앙의 대형 컴퓨터에 의한 집중 처리와는 달

리 지점, 영업소, 공장 등 데이터의 발생 장소에

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의 온라인 

실시간 시스템의 일반화와 고성능 소형 컴퓨터의 

출현을 바탕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분석 | 分析 | 행정공통

Analysis

위협 및 환경에 대한 첩보로부터 사실과 경향, 

상관 관계 등을 판단하는 절차.

분석평가 | 分析評價 | 정책/제도

Analysis Evaluating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

서 사업 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 관련

되는 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사 결

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및 의결 기구에서의 합리

적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기획 관리 제도상의 한 

기능을 말한다.

분석평가체계 | 分析評價體系 | 정책/제도

Analysis Evaluation System

최초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 및 운용에 이르기까

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지원 과정으로서 사전 분석

과 사후 분석으로 구분되며, 사전 분석은 기획, 

계획, 예산 단계 및 집행 승인전에 실시하는 분

석을 말하고 사후 분석은 집행 승인 이후 실시하

는 분석으로 집행 단계 분석, 전력화 평가 및 전

력 운영 분석으로 세분된다.

분쟁 | 紛爭 | 행정공통

Conflict

불만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접수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국제법 상 또는 국내법 상

의 주체 간의 다툼을 말하며 국제 분쟁, 국내 분

쟁 및 무력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창 | 分廠 | 행정공통

Subdepot

보급창 관할 하에 운용되는 보급 시설로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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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체 도료

창의 기능 일부를 수행한다.

분체 도료 | 粉體塗料 | 전력지원체계

Powder Paint

유기용제 및 물을 사용하지 않은 불휘발분  

100%의 분말상태의 도료로서 정전 스프레이,  

용사 또는 유동 침적법에 의해 피도물에 도장한 

다음 이를 가열 건조시켜 도료를 융용,  유동,  

경화시켜 연속 도막을 형성시키는 도료이다.

분할 수의 계약 | 分割隨意契約 | 사업/계약관리

Division Private Contract

예정 가격 또는 낙찰 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의 범위 내

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분할금 | 分割金 | 사업/계약관리

계약서에 따라 실제 인도 및 계약 품목의 수락 

이전에 발생한 비용 또는 완성도 혹은 완료된 비

율을 근거로 하여 업무가 진행됨에 따라 계약업

체 또는 국방부 산업자금 활동에 지불되는 지급

금을 말한다.

분해 | 分解 | 행정공통

Degradation

보통 손질 또는 수리를 하기 위하여 화기 또는 

기계를 각 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서 한 뭉치로 

된 것을 그 구성요소로 나눔을 뜻한다.

분해 결함 보고서 | 分解缺陷報告書 | 행정공통

Disassemble Discrepancy Report

장비의 개량에 필요하거나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고서이다.

분해 수리 | 分解修理 | 전력지원체계

Overhaul

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조정하는 

일이다. 특히 비행기나 자동차의 엔진·변속기 

등의 중요 부분을 세밀히 점검하고, 부품이 손상

된 것이 있을 경우에 많이 쓰인다. 관련기술 발

간물(창정비 작업요구서, 기술교범)에 명시된 정

비기준에 의거 정비허용 한계까지 완전분해, 검

사, 교환 또는 수리를 통하여 구성품을 사용가능

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정비행위이다.

분해 수준 | 分解水準 | 행정공통

Disassemble Level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FMCEA)을 위

해 체계의 어느 수준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체계(System),하부체계

(Sub system),구성품(Component),조립체

(Assembly), 부분품(Part)등으로 나눈다.

분해 폐기율 | 分解廢棄率 | 행정공통

Disassembly Mortality Rate

폐기율 중에서 구성품이나 완제품을 구성하고 있

는 부속 중 기본품목을 제외한 기타 모든 부속의 

폐품 발생률이다. DMR = ((망실수+폐품수)/(분

해대수x구성수))x100(%)

불가동 장비 | 不可動裝備 | 전력지원체계

Dead Line Equipment

고장으로 인하여 수리부속품이 필요하거나 정비

를 요하는 고장장비를 말하며, 파손 또는 고장으

로 수리를 요하는 사용불가능 장비, 긴박한 전투 

상황 하에서 사용가능 하더라도 안전에 유해로운 

상태의 장비나 계속 사용으로 장비에 심한 결함

을 초래케 하는 장비 등이 있다. 단 계획적인 예

방정비나 검열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용 및 대

기상태에 있는 장비는 제외되며, 불가동장비는 

부대DL과 시설DL으로 구분된다.

불가침 조약 | 不可侵條約 | 정책/제도

Nonaggression Treaty

1. 국가와 국가 간에 상호 평화를 위하여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2.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존중과 무력 행사의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치체) 간의 합의를 말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 不公正去來行爲 | 정책/제도

Unfair Trade Practices

기업간의 자유 및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상

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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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여 금지해왔으

나 법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1996년 공정거래법

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①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

위 ②터무니없이 싸게 팔거나 혹은 비싸게 구입

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끼워팔기나 

회사 직원에 대한 판매 강요 등 부당한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④지위의 우월함을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⑤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⑥허위 과장광고, 경

쟁사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 등 부당한 표시나 광

고 행위 ⑦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

당한 자금지원, 인력지원 행위 등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개별사업분야인 백화점 업계와 하도급 거래에 대

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의 지나친 경품행사, 부당한 반품,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판매종사원 파견 강요나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물품 제조 및 수리를 

위탁하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

다. 1984년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이 따로 제정되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학습교재 

판매업,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 신문 발행 및 판

매업, 가맹사업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 거래에 의

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균형 수단 | 不均衡手段 | 정책/제도

Unbalanced Measure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상대방보

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능력으로, 화학 무기, 

장사정포, 방사포, 전구 탄도 미사일, 특작 부대 

및 무 경고 혹은 제한된 경보 하에서 타격을 실

시할 수 있는 전방 전개 공군 등을 들 수 있다. 

불량 | 不良 | 사업/계약관리

Inferior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의 형태, 성질, 기능이 

본래 목적에 미달하는 것으로 제품의 가공공정에

서 발생하는 공정불량과 조립 및 최종검사과정에

서 발생하는 조립불량으로 구분한다.

불량 거래 | 불량거래 | 사업/계약관리

Fail

매도자가 정해진 시간에 매수자에게 증권을 양도

하지 못하거나 매수자가 결제일까지 대금을 지불

하지 못하는 거래를 말한다.

불량률 | 不良率 | 행정공통

Percent Defective

1. 총생산량에 대한 생산 또는 검사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불량품수량의 비율

2. 해당기간에 발생한 불량수량을 완성품 수량으

로 나눈 값이다. 

3. 불량품 수를 전체 수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

낸 것을 말한다.

불량률 상한 | 不良率上限 | 사업/계약관리

경험에 의한 일정한 모수를 대상으로 불량에 대

한 발생 빈도를 통계화 하여 일정한 불량발생 빈

도 범위 내에서만 정상적인 불량률이라고 추정한 

상한으로서 화학공정과 기계가공은 45% 외부구

입과 외주가공은 20%로 설정한 것을 말한다.

불량품 | 不良品 | 전력지원체계

Defective /  Discrepant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요구 조건과 

상이한 품목을 말하며, 납품 업체에서 완전 포장 

상태 하에 납품한 군수품의 과부족, 파손품, 이

종품 기능 및 상태 불량시나 사용 부서 및 군수

품 관리 부서에서 군수품의 품질 특성, 재질, 시

험 방법, 등급, 용도의 적합성 등 보장도가 계약

서상에 규정된 규격서의 기준치 미달로 판정된 

것 등이다.

불법 투찰 | 不法透察 | 사업/계약관리

Unlawful Bidding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

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

한다.

불변 가격 | 不變價格 | 사업/계약관리

Constant Price/ Constant Year Dollars

1. 선택된 기준연도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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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수지 도료

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의 연간 영향을 제거한 다년

간 걸친 관련 가치평가방법

2. 당해 연도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구매력을 나

타내기는 하지만 연간 비교에 있어서 구매력을 

비교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그 절대금액으

로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나타

낸 구매력으로 비교하는데 이것이 불변구매력이

다. 불변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표현이고 보

통 불변가격이라고 한다.

불소수지 도료 | Fluorocarbon 樹脂塗料 | 

전력지원체계

Fluorocarbon Resin Coatings

불소수지는  C-C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폴리올레

핀과 같은 결합인데 폴리올레핀의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소원자로 대치된 구조를 가진 합

성수지이다.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8종류의 불소(Fluorine)  수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르 

에틸렌(PTFE)이 대표적이다.  불소수지는 실리

콘 수지 이상으로 불활성,  안정하기 때문에 그 

특성을 이용한 각종의 특수 기능성 코팅재가 개

발되어 있다.

불시 검사 | 不時檢査 | 행정공통

Random Check

정비 검사 종류의 일종으로서 지휘 검사나 기술 

검사를 실시할 때 피검사 부대에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는 평소 부대 

및 야전 정비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 평

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검사 방법으로 각급 지

휘관은 불시 검사를 실시하여 정비 작업의 중요

성을 촉구하고 장비 및 물자의 관리 유지의 향상

을 기하여야 한다.

불시착 | 不時着 | 무기체계

Crash Landing

1.항공기가 계속 비행이 곤란한 상태 하에서 어

느 곳에서나 적당한 곳에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2.계획된 착륙 지역이 아닌 곳에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품 | 不完全品 | 행정공통

1. 구성품 중 일부가 부족한 “내용부족”, 외부상

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 “작

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 경과 품목을 말한다.

2. 의도한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 또는 금지

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생산, 제작한 

품질 저하품 및 퇴화성 품목으로서 설계 규격서

상의 결함, 제작상 결함, 거친 일솜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불용 결정 | 不用決定 | 행정공통

The Decision Of Unused Material

국방 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사용의 필요

성이 없는 군수품(불요품 또는 잉여품) 또는 예

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

는 군수품(초과품)중 관리 전환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없거나 정비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사

용 불능품)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잉여품, 초과품 또는 사용 불능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불용액 | 不用額 | 행정공통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

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결산시 확정되는 것으로 

세출예산액에서 지출된 금액과 다음 해에 이월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은 

집행 잔액, 미집행 예산, 계약 잔액 등으로 구분

되고, 조기에 불용액을 파악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연말 불용액 

보고를 중간 결산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불용품 | 不用品 | 전력지원체계

Unused Item

사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군수품(불용

품)과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

수품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을 말하며 잉여품, 불요품, 초과품, 사용

불능품 등이 있다.

불출 단위 | 拂出單位 | 정책/제도

Unit of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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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 예산

1. 청구시 사용되는 수량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

준이다.

2. 군수품 수불 및 청구 시 사용되는 수량측정의 

기본단위로서 단가산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

면 AA는 이백오십(Two Hundred Fifty), AX는 

이십(Twenty) 등이다.

불출 단위 변환 인수 | 拂出單位 變換 因數 | 

정책/제도

Unit of Issue Conversion Factor

새로운 불출단위로 환산하기 위하여 구 불출단

위에 곱해주어야 할 값 및 소숫점의 위치를 나타

낸다.

불출 및 영수증 | 拂出--領收證 | 전력지원체계

Issue and Receipt

편성 부대에서 재산 대장을 유지하지 않는 소모

품을 단위 부대로 불출시 사용하는 거래문서이

며, 단위 부대의 소모품은 업무 일지에 기록 유

지한다.(취사장 운영 부대는 1종 재산 대장 유지) 

편성 부대와 거래하는 시설 부대에서도 1종 주부

식을 편성 부대로 불출할 때 사용하게 되며, 불

출 후 편성 부대 실재고량을 다음 불출시에 계속 

정확하게 이월시켜 사용해야 하고, 품목별 기준

수가 상이할 때는 불출 및 영수증상의 비고란에 

기준수를 기록유지하고 종별 활용 분야별로 작성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작성한 불출 및 영수증

은 지휘관의 결재를 득한 후 분배되어야 한다.

불출 상한선 | 拂出上限線 | 행정공통

보급상 애로를 유발하는 품목이나 거래 부대 선

호품 등에 대하여 보급 통제를 기하기 위하여 거

래 부대별, 품목별로 설정하는 월별 불출 한도를 

말하며, 불출 상한선 철에 수록하여 전산에서 자

동으로 불출을 통제한다.

불출 예상 | 拂出豫想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Forecasts

생산의 효과성의 척도 및 보급가용성계획과 조

달이나 생산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활동

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계약생산불출에 대한 기간

적 추정을 말한다. 이러한 예상은 예산지출이나 

다른 자금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불출 예상치를 

제공한다.

불출 예정 | 拂出豫定 | 사업/계약관리

Due-Out

현재 창고에 재고가 없어 즉시 불출할 수는 없으

나, 장차 물품이 입고되면 불출할 수 있도록 기

록 계정된 것을 말한다. ☞ DO(Due-out),

불출 통제부호 | 拂出統制符號 | 행정공통

Issue Control Code

관리자 통제 품목에 대한 불출 승인관을 표시하

는 부호로 청구서 처리, 불출, 불출 예정 해소, 

불출 예정 취소시 활용된다. 육·해·공군별 부

호는 표준화하고 불출 승인 제대는 군별 적용되

는 부호이다.

불출(인도) | 拂出(引導) | 사업/계약관리

Issue(Transfer)

국방물자의 실질적 인도 및 국방용역 제공의 완

료를 말한다.

불확도 | 不確度 | 사업/계약관리

Uncertainty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

한 값들의 분산 상태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말

한다.

불확정 수량 계약 | 不確定數量契約 | 

사업/계약관리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납품 시기와 총납품 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고정 계약을 말하며,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수요 예측이 불확실하거나 소요 

시기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

여 군에서 요구하는 납기와 수량을 적시에 납품

하도록 생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불이익

을 받지않기 위해서이며, 정부측이 규정된 최소

량 이상만을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불확정 예산 | 不確定豫算 | 사업/계약관리

특정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미래에 부여

되는 요인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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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 不確定請約 | 사업/계약관리

Indeterminacy Subscription

불확정 오퍼 또는 자유 오퍼라고도 하며 이는 오

퍼의 유효기간, 거래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오퍼를 불확정 청약이라 한

다. 이러한 불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비록 구매자

가 수락했다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판

매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

되는 것이다.

불확정 호출부호 | 不確定呼出符號 | 

사업/계약관리

특정한 시설, 사령부, 기관, 부대 또는 단위대를 

표시하지 않으나 하나 또는 수개 부서에 해당될 

수 있는 호출 부호를 말한다.

붐 | Boom | 정책/제도

Boom

기중기에서, 앞으로 내뻗친 팔뚝 모양의 긴 장치

로서 끝의 고팻줄에 달린 갈고리나 버킷으로 물

건을 달아 올리거나 옮긴다.

붓 도장 | 筆塗裝 | 행정공통

가장 오래되었고 보편적인 도장방법이다.  도료

의 종류,  용도,  피도면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붓을 사용한다.

* 도장방법

1. 도장 대상 및 도료의 특성에 따라 적당한 붓을 

선택한다.

2. 새 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료를 붓에 묻혀 

널빤지에 여러 번 문질러 붓끝이 가지런히 모아

지고 붓 끄을림이 좋아지도록 한 다음  사용한다.

3. 도료를 붓에 흠뻑 적시지 말고 약  6부 정도 

적셔 사용한다.

4. 일정한 면적에 필요한 도료를 적당히 도포

한다.

5.  적당히 칠하고 난 후 골고루 넓게 칠한다.

6.  최종으로 붓 자국이 나지 않도록 매끈하게 마

무리한다.

브리핑 | Briefing | 행정공통

Briefing

요점을 간추린 간단한 보고나 설명. 또는 그런 

보고나 설명을 위한 문서나 모임을 말한다. ‘간추

린 설명’, ‘요약 보고’로 순화되었다.

비 관찰 | 非觀察 | 행정공통

평가를 미 수행한 항목에 대하여 사용된다.

비경상 비용 | 非經常費用 | 정책/제도

Non-Operating Cost

예상치 않는 즉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다.(설비 투자 확대 비용 등)

비공통 장비 | 非共通裝備 | 행정공통

Non-common Equipment

1개 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3개 군이 

공히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창급 정비계획 및 

집행을 1개군 단독으로 수행하는 장비를 말한다.

비관리본 | 非管理本 | 정책/제도

참고용 또는 검토용으로 활용하는 문서로서 개정

에 따라 최신본으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 문서이다.

비군사적 위협 | 非軍事的威脅 | 정책/제도

Nonaligned State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으로부

터 발생하는 위협이다.

비군사적 위협 대비 작전 

| 非軍事的威脅對備作戰 | 행정공통

Counter-unmilitary Threat Operation

군사 이외의 정치, 경제, 사회 심리면 등으로부

터 발생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작전을 

말한다.

비군사화 | 非軍事化 | 행정공통

Demilitarization

장비 및 물자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 특징을 제거

하는 행위로, 군사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체, 절단, 폭파 및 친환경적 재활용처

리, 변조 등의 조치를 말한다.

비군사화 부호 | 非軍事化符號 | 사업/계약관리

Demilitariz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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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특허 협정

1. 품목 폐기시 비군사화 조치의 필요여부 및 요

구되는 비군사화 조치 형태를 지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2. 품목에 대하여 요구되는 비군사화의 정도

를 나타내는 부호로서,미 군수본부 목록부호집

(DoD 4100.38-M)을 참조한다.

비군사화 자료목록 | 非軍事化 資料目錄 | 

사업/계약관리

Demilitarization Data List

보급품의 폐기 및 처분시 민간 및 적성국에 의해 

군사용으로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

한다.

비기능 시험 | 非機能試驗 | 행정공통

탄약의 기능 외적인 요소에 대하여 내·외부 포

장, 탄약의 상태를 확인 및 검사하는 행위를 말

한다.

비대칭 키 알고리듬 | 非對稱 Algorithm | 

전력지원체계

Asymetric Key Algorithm

암호화 및 복호화 시 각기 다른 두 가지 키가 필

요한 암호 알고리듬. 두 가지 키를 일반적으로 

공개 키(public key)와 개인 키(private key)라

고 하는데, 비대칭 알고리듬을 공개키 알고리듬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대칭 키 알고리듬

은 세션 키를 교환하거나 메시지나 문서를 전자

적으로 서명하는 데 사용된다. 비대칭 알고리듬

은 대칭 알고리듬에 비해 속도가 느리며, 암호화 

속도와 복호화 속도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비례 작업 | 比例作業 | 행정공통

Apportioned Effort

측정 가능한 작업과 직접적으로 비율적인 관계에 

있거나, 특정 작업 패키지로 분할되기 힘든 작업

에 대한 성과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비례 

작업의 예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르며, 성과 가치

는 기준 계정의 성과에 직접적인 비율 관계에 있

다. 기준 계정의 퍼센트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비메모리 반도체  | 非-半導體  | 전력지원체계

Non-Memory Semiconductor 

연산, 논리작업 등과 같은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반도체로써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

도체와 구별된다. 인텔의 펜티엄 등의 중앙처리

장치가 대표적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목록 품록 | 非目錄品錄 | 행정공통

Non National Stock Number

미 국방 군수 지원 본부(Defense Logistics 

Services Center: DLSC)에 보급품으로 등록되

지 않아 국가 재고 번호(NSN)가 부여(목록화)되

지 않은 품목으로서 재고 번호 없는 품목으로 부

품번호(PN), 모델 번호, 규격서 번호 등의 참조 

번호 또는 임시 재고 번호로 운영되는 품목을 말

한다.

비무기체계 | 非武器體系 | 전력지원체계

Non-Weapon System

☞ 전력지원 체계

비밀 계약 | 秘密契約 | 사업/계약관리

Backdoor Contract

어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계약자가 비밀 

문서 또는 비밀 물자를 취급해야 하는 계약으로

서 군수 물자 계약은 대부분 비밀 계약이다. 계

약 서류 자체는 일반 문서일지라도 계약은 비밀

로 분류될 수가 있다. 

비밀 통신기술 | 秘密通信技術 | 전력지원체계

Clandestine Communication Technique

최대한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의사 전달을 목적으

로 사용되는 면접 및 문서 등을 이용한 통신 수

단으로 비전자 통신이 주로 활용된다.

비밀 특허 협정 | 秘密特許協定 | 사업/계약관리

Patent Secrecy Agreement

군사 관련 기술에 있어 출원국이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특허를 타국에 출원했을 때 출원 접수국

이 출원 내용의 미공개(최소 3~4년)를 약속하는 

특례적인 산업 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이다. 특

허를 등록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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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반복 발생 비용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유하되 비공개로 관리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기술이 제3국으

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1987년부터 한·미 

간에 교섭이 진행되어 오다가 1991년 11월 이 협

정에 가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의 

군사적 발명, 또는 기술 내용에 좀더 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출원하는 군사 비밀 특허에 

대해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

상 연구 및 목적에 한해 특허 기술을 무료로 사

용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을 민수용

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어 불리한 경우도 

있다.  미국은 NATO 국가 및 일본과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 PSA(Patent Secrecy Agreement)

비반복 발생 비용 | 非反復發生費用 | 행정공통

Non Recurring Cost

투자 비용 중에서 획득 대상 체계의 생산 대수와

는 무관하게 결정되어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1

회성 투자 비용을 의미하며 연구개발비, 초기 설

계 공학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NRC(NonRecurring Cost)

비살상 무기 | 非殺傷武器 | 무기체계

Non-lethal Weapon

인명을 살상하지 않고, 사람 또는 무기를 무력화

시켜 제압하는 무기. 무기의 작동 원리는 전자기

장, 탄소 섬유와 같은 방전 재료, 초저주파, 구토

제, 끈끈이, 그물망, 고무탄과 같은 물리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다. 주로 전쟁이 아닌 대테

러 작전이나 평화 유지 작전과 같은 군사 작전에 

사용된다. 최근 분쟁 지역의 질서 유지와 소요 

및 폭동 진압, 인질 구출 등 국제 평화 유지 임무 

및 대테러 임무가 증가함에 따라 비살상 무기의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NLW(Non-lethal Weapon)

비살상 작용제 | 非殺傷作用劑 | 무기체계

Nonlethal Agent

무능화 능력은 있으나 사망을 초래할 의도가 없

이 사용되는 화학 작용제. 최루 가스, 구토 작

용제, BZ와 LSD같은 정신성 작용제 등이 여기

에 속한다. 저살상 무기(less-lethal weapon, 

less-than-lethal weapon)라든지 비살상 무

기(non-lethal weapon) 또는 무력화 무기

(compliance weapon)에 사용되는 작용제도 대

개 이 범주에 포함한다.

비상 급유장비 | 非常給油裝備 | 무기체계

Emergency Point Refueling System

군용 항공기에 정상적인 급유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경우 대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비상 급

유 장비는 비행 부대의 유류 저장 탱크 또는 수

불 시설 파손으로 기존 급유 체계의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 긴급 설치되어 유류의 저장 및 수불을 

위해 사용된다.

비상 기획위원회 | 非常企劃委員會 | 정책/제도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국무총리의 직속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비상 

대비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확인 업무를 통

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괄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이다.

비상 대비 중점 관리 대상 업체 

| 非常對備 重點管理對象業體 | 정책/제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

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지정된 업

체로, 평시에는 해당업체 고유의 영업활동을 하

고,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동원령에 의하여 

동원되어 군수물자 또는 전시 민수물자의 생산이

나 용역에 전용되는 업체를 말한다.

비상 보유재고 | 非常保有在庫 | 전력지원체계

Contingency Retention Stock

1. 예상할 수 있는 요구 또는 정량화 가능한 필요

조건이 없는 승인된 유지 레벨에의 아이템의 양

의 재고를 말한다.

2. 흑자보급 품목량의 일부분으로 계획소요가 없

고 통상 과잉저장량으로 고려되거나 예상되는 군

사상 또는 국방상 우발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

기로 결정된 재고를 말하며, 비상 보유재고로 저

장한 품목은 경제적 보유재고로는 보유할 수 없

다. ☞ 경제적 보유재고 ☞ CRS(Contin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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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Stock)

비상 식량 | 非常食糧 | 전력지원체계

Emergency Ration

전투 상황 하에서 통상적인 보급 원천이 두절되

어 있을 때 부대나 개인이 임시적으로 취식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형태의 식량 또는 예

비 식량을 말한다.

비상시 전투 가능 장비 | 非常時戰鬪可能裝備 | 

행정공통

Combat Emergency Capable

전술적 기동 또는 사격 능력은 제한적으로 발휘

할 수 있으나 이동, 사격, 통신과 같은 기능은 완

전하게 발휘할 수 없는 장비를 말한다.

비소모성 품목 | 非消耗性品目 | 전력지원체계

Non Expendable

소모성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을 말하며, 각종 장비류나 기계 공구와 같이 사

용 중 소모되지 않으며 사용기간 중에 통상 그 

원상을 계속 보유하게 되는 물품이다. 

☞ NX(NonExpendable), 비소모품(非消耗品)

비수요 필수품목 | 非需要必須品目 | 행정공통

동시 조달 수리부속(CSP) 운영 기간 중 소요가 

예상되지는 않으나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오작

동, 정비 실수 등으로 소요가 발생될 경우에 체

계 운영이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을 말한다.

비순환 비용 | 非循環費用 | 사업/계약관리

Nonrecurring Costs

계약 또는 조직내의 노력을 통해서 제품 또는 기

술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비 

(RDT&E)예산에 의해 자금 조달된 원가들. 구체

적인 모델의 이전 생산을 지원하는데 발생한 일

과성 원가와 발주된 총생산을 지원하는데 발생한 

원가들을 말한다.

비순환 수요 | 非循環需要 | 전력지원체계

Nonrecurring Demand

1. 수요에 근거한 요구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일회성 청구.

2.  장차 12개월 기간(통제 기간)중 동일 목적의 

수요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일시적”인 

수요 또는 불출을 말하며 전투 예비 지원 품목 

및 계획 지원 품목 중 투자비 또는 특수 자금에 

의한 조달 품목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비

상 소요, 창설 소요·계획 소요 등의 초도 소요, 

보급 추진 계통의 증가 소요, 특수 사업 소요 그

리고 장차 예측되지 않는 완제품 재생을 위한 보

급창 정비 소요 등이 이에 속한다. 

☞ NRD(Nonrecurring Demand)

비영리 법인 | 非營利法人 | 정책/제도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

단법인이 있다. 

비용 | 費用 | 행정공통

Cost(Expense)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

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광의의 비용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expense)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

손(losses)도 포함된다.

비용 고려 설계 | 費用考慮設計 | 행정공통

Design To Cost

무기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성능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보다는 비용을 고려하여 

설계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비용 대 효과를 

추구하는 관리 기법으로 미국에서는 주요 장비

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성능과 비

용의 균형을 맞추는 설계를 하는 것이다. 비용의 

독립변수화(CAIV)의 선행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DTC(Design To Cost)

비용 구조도 | 費用構造圖 | 행정공통

Cost Breakdown Structure

수명주기 각 연도별 비용 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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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 효과

정하기 위한 비용 요소들의 구조도이다. 획득비

와 운영유지 비용으로 대별되며, 획득비와 운영

유지 비용은 각 세부적인 비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CBS(Cost Breakdown Structure)

비용 대 효과 | 費用對效果 | 행정공통

Cost Effectiveness

투입된 비용과 얻은 효과의 비율을 말한다. Cost 

Performance (영어) 투입된 비용과 얻은 효과의 

비율. ☞ CE(Cost Effectiveness)

비용 대 효과 분석 | 費用對效果分析 | 행정공통

Cost Effectiveness Analysis

1. 무기체계개발·생산·구매·운영유지·도태

(폐기)에 소요되는 수명주기 비용과 전력증강 ·

장비유지 등의 직접효과 및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하여 비교분석하는 활동이다. 무

기체계 획득 시 기획단계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

기까지 매 단계마다 객관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

업추진의 필요성 판단, 최적의 대안 선택 등 의

사결정을 지원한다.

2. 무기체계 획득에서 운영유지, 도태에 이르기

까지 투입되는 수명주기비용과 동 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화폐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편익 및 화

폐단위로 측정할 수 없는 효과 등을 종합 비교분

석하는 의사결정지원 활동을 말한다.

비용 분석 | 費用分析 | 행정공통

Cost Analysis

1. 사업의 연구개발비,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를 

분석, 해당년도를 기준으로 본 현재가로 산출하

여 대안별 총 순기 비용을 집계 비교하는 분석을 

말한다.

2.  국방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

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한정

적인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 및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적정 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의사 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조

정, 의결 기구에서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

하는 사업 분석평가의 한 분야이다.

비용 성과 지수 | 費用成果指數 | 정책/제도

Cost Performance Index

실제 투입비용에 대한 실적가치 비율을 말한다. 

(EV/AC)

비용 절감 | 費用節減 | 행정공통

Low Cost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

감하는 것을 말한다.

비용 추정 | 費用推定 | 정책/제도

Cost Estimating

상품, 봉사(근무) 또는 목적에 대해 앞으로 발생

할 비용을 판단하거나 그러한 비용에 대한 추정

을 의미한다. 획득 사업에서의 비용 추정은 현 군

사 장비와 분석 당시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

당 장비의 개략적인 비용을 판단하는 행위이다.

비용 추정 방법 | 費用推定方法 | 행정공통

Cost Estimating Method

비용 추정 방법으로는 유사 장비 추정, 공학적 

추정, 전문가 추정, 매개변수 추정 등이 있다.

비용 통제 | 費用統制 | 행정공통

Cost Control

무기체계의 개발·양산·운영유지단계에 설정

한 목표비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해

당 시점의 목표비용, 실 소요비용, 그에 따른 성

과를 분석하여 최종 소요될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목표비용과 비교함으로써 최종 소요될 비

용이 목표비용에 일치하도록 사업주관부서에

서 소요될 비용을 조정·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성과관리체계),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비용의 독립변수화 절차)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비용 편차 | 費用偏差 | 정책/제도

Cost Variance

사업 성과 관리 수행에 있어 실적 가치 자료에서 

도출된 비용에 대한 성과 지표로 실적 가치와 실

투입 비용의 차 (EV-AC)를 말한다. 양의 가치

는 유리한 상황을 의미하고 음의 가치는 불리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것은 해당기간 혹은 누적가

치로 표현 가능하다.



249

ㅂ

비축 계획서

비용의 독립 변수화 | 費用의獨立變數化 | 

행정공통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체계에 대한 개념이다. 

비용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비용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개념이다. 과거 성능 변수와 전력

화 일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이 의존변수

(Dependent Variable)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비용을 독립변수로 관리하

는 획득 전략 개념이다. 

☞ CAIV(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비용의 인식 | 費用의認識 | 사업/계약관리

비용의 발생시점 또는 보고시점에 관한 것으로 

비용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인가 저장 품목 | 非認可貯藏品目 | 

전력지원체계

Nonauthorized Stockage List

기준 수요 빈도에 미달되는 품목으로 보급 부대 

및 보급창에서 재고 수준으로 보유하지 않는 품

목을 말한다.

비전투 손실 | 非戰鬪損失 | 행정공통

Non-Battle Injury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자의적

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적 활동과 억류로 인한 

행방불명자를 포함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이유로 

소속 부대를 이탈한 인원을 말한다. 

☞ M-KILL(Morbidity Kill)

비정상 마모 | 非正常磨耗 | 전력지원체계

Unusual Attrition

장비 및 물자를 사용(조작)중에 부주의나 사용 

방법, 규정의 미준수로 인해 비정상적인 상태로

서 장비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수리 및 복구시키

는데 경제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말한

다. 비정상 마모품이 발생 시는 손망실 처리 규

정에 의거 변상을 실시한다. 

☞ UA(Unusual Attrition)

비정상적 감손 | 非正常的 減損 | 행정공통

Abnormal Depletion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감손을 말한다.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비지니스 프로세스 리엔

지니어링) | business reengineering | 

사업/계약관리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고객을 중시하는 이해 관계자 경영이 강조되면서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경영 기법이다. 고객 만

족을 목표로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 과정을 새로

운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경영 기법을 말한다. 그

동안 여러 분야로 나뉘어 복잡해진 업무들을 자

연스런 순서로 다시 배열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BPR을 추구하는 것은 고객에 더 가까이 다가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

라 기업은 잘못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

게 물을 수 있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식을 높

여주며, 회의나 업무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대체

로 BPR에 주력한 기업일수록 제품 불량률은 낮

고 주가는 높다. 업무 프로세스 재구축 혹은 업

무 혁신이라고도 한다. ☞ 비지니스 프로세스 리

엔지니어링(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비지속성 가스 | 非持續性gas | 전력지원체계

Nonpersistent Gas

살포된 가스가 통상 10분간 또는 그 이하로 유효

한 전쟁용 가스를 말한다.

비지정 품명 | 非指定品名 | 정책/제도

None Approved Item Name

품목을 위한 지정품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품

명을 부여하는 공식기관에서 부여 하는 명칭을 

말한다.

비축 | 備蓄 | 정책/제도

Reserve

가격의 안정 또는 전시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전략 물자 또는 긴급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미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비축 계획서 | 備蓄計劃書 | 행정공통

Provision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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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목표

비축 소요서에 제시된 비축 소요에서 전시 가용

량을 판단한 결과 부족량에 대하여 평시 확보, 

저장해야 할 비축 목표를 구체화한 계획 문서로 

이는 국방 중기 계획, 예산편성, 전시 군수 지원 

소요 및 능력 판단서 작성시 자료로 제공된다.

비축 목표 | 備蓄目標 | 행정공통

Stockpile Goal

비축 소요에서 전시 가용량(산업 동원, 국·내외 

조달 등)을 차감하여 부족한 양을 비축목표로 판

단한다. 전시 가용량이 충분하여 비축 목표량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품목별 긴요도를 고려하여 일

정량의 전시 안전 수준을 기준으로 비축 목표를 

결정하며, 현실적으로 대상 품목에 대한 비축 목

표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대체 가능 유사 

품목으로 확보할 수 있다. 비축 목표는 평시 확

보 및 저장해 두어야 할 목표로서 지속 일수 또

는 수량으로 표현된다.

비축 물자 | 備蓄物資 | 행정공통

Stockpile

전쟁 초기에 일시 대량 획득이 곤란한 전투 긴요 

물자 중 국고 예산으로 평시에 확보, 저장해 두

는 물자를 말한다.

비축 소요 | 備蓄所要 | 행정공통

Stockpile Take

동원일(M-Day)로부터 생산일(P-Day)까지의 

물자 동원 소요에서 물자 동원 능력과 평시 군물

자 소요를 제외한 수량이다.

비축 소요서 | 備蓄所要書 | 행정공통

합참 의장이 전쟁 초기 60일 간의 군수 지속 지

원을 위해 요구되는 비축 소요를 판단한 것으로 

이는 비축 계획서 작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비축 장비 | 備蓄裝備 | 행정공통

Stockpile Equipment

전시 즉시 재보급이 필요한 장비로서 장비 확보 

계획에 따라 전시를 대비한 소요량을 평시에 확

보하여 관리하며 참모총장이 지정하고, 전·평시 

해제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

비축량 | 備蓄量 | 행정공통

Stockpile

전쟁 초기 일시 대량 획득이 곤란한 전투 긴요 

물자·장비를 재보급하기 위하여 평시부터 확보, 

저장해 두는 양을 말하며, 전시 편제 소요(작전 

계획 소요 등)는 없으나 평시부터 확보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물자·장비 등도 포함된다.

비치 기록물 | 備置記錄物 | 행정공통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

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부서에서 계속하여 비치·

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비파괴 검사 | 非破壞檢査 | 행정공통

Non Destructive Inspection

피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재료가 갖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내부의 결함을 찾아내는 검사

이다. 종류로는 방사선검사(RI), 형광침투검사

(FPI), 육안검사(VI), 와전류검사(ECI), 자력검

사(MPI), 초음파검사(UI) 등이 있다.

비파괴 시험 및 검사 | 非破壞試驗및檢査 | 

정책/제도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장비의 구조물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

기 위하여 고유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결함의 존재로 변화는 것을 이용

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파악하는 방법. 침투 탐상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시험, 음파 

방출 시험, 누설 자속 탐상 시험, 와류 탐상 시

험, 자분 탐상 시험 등이 있다. 

☞ NDI(Non Destructive Inspection), 

NDTI(Non Destructive Test ing And 

Inspection), 비파괴 검사(非破壞檢査)

비편제 장비 | 非編制裝備 | 행정공통

Non Organizational Equipment

편제 장비 이외의 기타 장비로서 수명 연한 동안 

결함 발생이 거의 없으며, 유지비가 소요되지 않

는 장비와 일정 수준 이하의 화폐가치를 지닌 완

전품으로 별도의 배당표에 의거하여 공구류에 준

하여 관리하는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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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 물자 | 非標準物資 | 사업/계약관리

Nonstandard Article

미 국방부가  FMS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물자

를 말한다.

비표준 서비스 | 非標準service | 사업/계약관리

Nonstandard Service

대외군사판매를 목적으로  미국방성이 일상적으

로 제공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서비스를 말

한다.

비표준 장비 | 非標準裝備 | 전력지원체계

Nonstandard Equipment

장비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 표준화된 기존의 장

비와는 달리 독자적인 작전요구성능(ROC)을 충

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장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상황에 맞게 독자적으로 소요를 제

기하여 제작한 정보수집장비 등을 비표준장비라 

할 수 있다.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없고 경

제적으로 부적합한 장비로서 도태계획에 의거 처

리해야 할 장비를 말한다. 도태계획에 포함할 장

비는 비표준장비로 선행 분류한다. 완제품 및 부

품의 조달이 불가능하고 부속품의 동류전용으로

만 유지되는 장비를 비표준장비라 말한다.

비표준 품목 | 非標準品目 | 정책/제도

Nonstandard Item

조달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표준화 할동에 의

해 결정된 보급품목을 말한다. 작전 소요를 충족

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품목(장비, 물

자)이며, 이는 교육 및 훈련용으로 가용하며, 부

분품은 동류 전용으로 유지한다. 이 품목으로 지

정된 것은 획득을 위한 조달 요구를 할 수 없다. 

☞ NSI(Nonstandard Item)

비품 | 備品 | 전력지원체계

Fixture

회사나 관청사무실 등에서 일정한 장소에 늘 갖

추어 두고 쓰는 물건을 뜻하며, 다른 의미로는 

소모되지 않는 성질의 물품으로서 소모품보다 가

격이 더 비싸고 또 용도상의 중요성도 더 크고 

교체시기를 예지할 수 있는 물품을 지칭하며, 경

쟁 비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비교적 장기간 사

용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표

본이나 진열품으로 보관되는 물품을 말한다.

비행 기록 장치  | 飛行記錄裝置  | 

전력지원체계

Flight Data Recorder 

비행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비

행할 때 있었던 주요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

는 장치. 사고가 난 비행기의 비행 상태를 파악

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는 비행 고도, 대기 속

도, 기수 방위, 수직 가속도, 시간 다섯 가지이

다. 이 자료들은 얇은 스테인리스 테이프에 다이

아몬드 바늘로 새기며, 비행할 때 비행 고도, 대

기 속도, 기수 방위는 초마다 1회, 수직 가속도

는 초마다 10회 기록된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

라 하며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사 음성 기록 장

치(CVR, cockpit voice recorder) 두 개로 나

누어져 있다. 

비행 전 검사 | 飛行前檢査 | 전력지원체계

Preflight Inspection

비행 중 구성품이나 계통의 심각한 결함이나 고

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 전에 수행되는 항공기 

검사 및 시험, 작동 점검 행위를 말한다. 

☞ PR(Preflight Inspection)

비행 중요도 | 飛行重要度 | 정책/제도

Flight Critical

적절한 인지, 통제, 성능 또는 허용범위가 비행

기의 통제된 비행을 달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기

본적인 어떤 조건, 상황, 운용, 과정 또는 품목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비행 허가 | 飛行許可 | 정책/제도

Flight Clearance

어떤 항공기나 시스템의 감항성을 인증 및 확인

하는 문서. 이는 해당 항공기 시스템이 수용 수

준의 기술적 위험도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

며, 또한 관련 기술 분야에 의해 성공적으로 기

술적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공식적 증거이다. (해

군 및 해병대만 적용)

비호 | 飛虎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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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대한민국의 주·야간 대공망을 지키

기 위해 군에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에 

전력화가 완료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 12월에 국내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

화 대공포로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

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력화 

기간 중 실시한 대공사격 시 명중률이 우수하여 

대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국산화를 한층 증

진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조준기 등을 국내 개발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비호’가 군에 전력화

됨에 따라 야전 기갑 및 기계화 부대에 대한 적

의 기습 공중공격으로부터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

하였고 육군의 국지방공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

다. ‘비호’는 30mm자주대공포(K30)의 통상명칭

이다.

비효율 | 非效率 | 사업/계약관리

Inefficient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스템 문제

점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혹은 계획을 

사업관리부서나 개발자 혹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

지 않다고 판단할 때 사용된다.

빈도(도수) | 頻度(度數) | 행정공통

Frequency

일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또는 특정 계급에 속

하는 관측값의 수를 말한다.

빈도분포(도수분포) | 頻度分布(度數分布) | 

정책/제도

Frequency Distribution

특정치의 값과 빈도 또는 상대빈도 사이의 경험

적 관련을 나타내는 분포를 말한다.

빌드 | build | 사업/계약관리

Build

진화적 개발전략의 단계(사업)내에서 부분 전력화

가 가능한 단위로서 체계 요구사항에 대한 소프트

웨어의 부분적 버전 또는 전체 버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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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제한구역 | 射擊制限區域 | 무기체계

Restricted Fire Areas

전투 지대 내의 공역에서 아군 항공기가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하여 각종 화기의 사격을 일시 제한하는 구역. 

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에 의해 설정되며, 항

공기 참가 대수, 항공기 전투 진지와 목표 간의 

거리, 항공기 운용 방법, 지상 편제 화기 능력, 

목표 중앙으로부터 안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

치한다.

사격통제 레이더 | 射擊統制radar | 무기체계

Fire Control Radar

1.사격 통제 계통에서 표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더를 말한다.

2.항공기에서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탐색, 추적하

여 적절한 사격 지점을 산정 및 조정하고, 무기

체계유도에도 사용되는 레이더를 말한다. 

☞ FCR(Fire Control Radar), 사격 통제 레이

더(射擊統制radar)

사격호 | 射擊壕 | 전력지원체계

Fire Bay

적의 총격을 피하면서 사격할 수 있도록 판 참호

(塹壕)를 말한다.

사계 청소 | 射界淸掃 | 전력지원체계

Clear Field of Fire

사계를 양호하게 하여 효과적인 사격을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사격 진지 전면의 방해물을 제

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고 이월 | 事故移越 | 정책/제도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계약 등)가 이루어졌고 

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납품 지연, 

공사 지연, 하자 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

출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이월비 | 事故移越費 | 행정공통

세출 예산 중 당해 회계 년도 내에 지출 원인 행

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 년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및 당해 회계 년도에 지

출 원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

라서 예산에만 계상되어 구체적인 채무 부담 행

위를 하지 아니한 경비는 사고 이월의 대상이 되

지 않으며, 불의의 재해 및 관급 자재의 불출 지

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고 이

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고 장비 | 事故裝備 | 행정공통

Accident Equipment

재해 및 기타 원인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장비의 

원형 유지 및 매각 처리가 곤란한 장비를 말한다.

사급품 | 賜給品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를 일괄계약할 경우에 사용되며, 주장비 

업체에서 주장비 계약업체와 별도 계약체결을 하

여 체계조립용 수리부속을 납품받을 때 그 납품 

품목을 일컬으며, 사급품을 포함한 체계조립 품

목을 일괄로 계약을 하게 된다. 즉, 장비의 제조

에 필요한 주요구성품 등을 주장비 생산업체에서 

부품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 및 생산하

는 것을 말한다.

사단 슬라이스 | 師團slice | 행정공통

Division Slice

정상적인 1개 전투 사단과 이를 지원하는 군단, 

야전군 후방 지대의 해당 부대를 총괄한 것을 말

한다.

사상전 | 思想戰 | 무기체계

Ideological Warfare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기본

이 된다고 생각되는 이념을 상대국에 강요하기 

위한 전쟁을 말한다.

사양서 | 仕樣書 | 사업/계약관리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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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번호

함정 설계·건조 시에 필요한 함정, 장비 및 자

재 등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문서이다.

사업 번호 | 事業番號 | 사업/계약관리

Business Number

투자 사업의 보안 유지, 분류 통제, 전산 입력을 

위하여 설정된 아라비아 숫자 4개로 구성된 번호

를 말하며, 계획 요구 부서에서 국방부에 건의시 

승인된다.

사업 분류 | 事業分類 | 사업/계약관리

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상사업: 전년도 중기계획에 기(旣)반영된 사

업으로서 전력화시기 및 물량 변동이 없는 사업

2. 착수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에 최초로 

재원(전력화준비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

3. 신규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

내에 처음으로 계획되는 사업

4. 신규/착수사업: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긴요 전력사업으로서 중기계획 대상기간(F+2∼

F+6년)에 최초로 반영하면서, 중기계획 기준연

도(F+2년)에 바로 착수하는 사업.

5. 계속사업: 중기계획 기준연도(F+2년) 이전부

터 계획 및 집행되어 온 사업으로서 대상기간에

도 기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사업

6. 조정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

내에 시기조정사업(조기추진사업, 순연사업), 물

량조정사업, 시기/물량 동시 조정사업

7. 순연사업: 중기계획 대상기간 중에 계획되었

던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지

연되는 사업

8. 조기추진사업: 중기계획대상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앞당겨 

계획이 조정되는 사업

9. 물량조정사업: 기계획 사업 중에서 연도 변경 

없이 목표량만 조정된 사업 변동이 없는 사업

10. 기계획사업: 대상기간 기준연도(F+2년) 이

전 계획에서부터 기(旣) 포함되었던 사업

11. 재투자사업: 국방투자사업 예산의 계획 및 결

산잔액으로 중기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당해 연

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에 추

진하는 사업

사업 분석 | 事業分析 | 정책/제도

Works Analysis

국방 사업을 기획, 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 목표의 달성과 자원의 합리적인 배

분 및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

과 관련되는 제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의

사 결정권자 또는 각종 심의 조정 의결 기구에서

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국방 사업 분

석평가의 한 분야이다.

사업 성과 관리 제도 | 事業成果管理制度 |

정책/제도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성과와 실비용을 측정

하여 사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

며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 성과 관리 체계 | 事業成果管理體系 |

정책/제도

Event of an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작업의 비용, 일정, 기술 측면의 관계를 설정하

고, 실적 가치 지표를 통해 진행 상황의 객관적 

측정·실제 비용 집계·계획에 대한 편차 분석·

마일스톤 달성 예측·예측 비용 추정·기준선에 

변경/통합하는 사업관리 기법을 말한다. 

☞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사업 수명주기 | 事業壽命周期 | 정책/제도

Project Life Cycle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계획에서부터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 및 최종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해 수행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사업 조직 | 事業組織 | 행정공통

Business Concerns

조직의 소유자가 주된 수혜자인 조직. 조직의 활

동이 주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여 

블라우(P.M. Blau)와 스콧(W.R. Scott)은 조직

의 유형을 호혜적 조직·사업 조직·서비스 조

직·공중복리 조직 등 4가지로 나누고, 그 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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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소유자가 조직 활동에서 얻어지는 산출[이

익](→투입·산출)을 받게 되는 경우의 조직 형

태를 사업조직이라 했다. 제조회사·시중은행·

판매회사 등과 같이 주로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

로 하는 민간기업체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

의 조직에서 갖는 가장 큰 관심사는 능률(能率)

(→능률성)과 이윤(利潤)이다.

사업 주관기관 | 事業主管機關 | 정책/제도

예산의 요구, 사업내용과 예산사용계획을 구체화

하고, 승인준비로부터 사업종결시 까지의 제반 

추진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관으로서 국방부, 

합참, 각 군, 기관 등을 말한다.

사업 추진 기본 전략 | 事業推進基本戰略 |

사업/계약관리

Acquisition Strategy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를 식별하고, 그리고 업무, 

기술적인 면, 프로그램 목표를 충족시키고 프로

그램의 위험을 관리하는데 수반되는 지원전략을 

기술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계획을 말한다.

사업 추진 방법 결정 | 事業推進方法決定 |

사업/계약관리

선행연구결과를 기초로 연구개발과 구매(계약관

리)로 구분하여 사업추진방법 결정한다. 구매는 

국내구매, 국외구매(상용, FMS), 임차로 구분되

며, 연구개발은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 포함)

과 국제공동연구개발로 구분된다.(구 획득방법)

사업 추진 방법 구분 부호

| 事業推進方法 區分符號 | 사업/계약관리

품목 청구시 해당되는 자금 원천을 표시하는 부

호를 말한다.

사업 추진 방법 부호 | 事業推進方法符號 |

사업/계약관리

Acquisition Method Code

품목의 획득방법(수의계약,경쟁입찰 등)검토결과

를 기술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소요군 또는 재고

통제기관)이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사업 통제부서(장) | 事業統制部暑 |

사업/계약관리

핵심기술사업 과제를 조정·통제하는 부서(장)로

서 기초 및 응용연구단계과제의 경우 획득기획국

(획득기획국장), 시험개발단계과제의 경우 사업

관리본부(사업관리본부장)를 의미한다.

사업 협정 | 事業 協定 | 정책/제도

Project Agreement

기관간 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특정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공식적인 약속을 하

는 것을 말하며, 협정의 체결 주체는 방위사업청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의 정

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출연기관이 될 

수 있다.

사업간 자금 전환 | 事業間資金轉換 |

사업/계약관리

Reprogramming

프로그램 요소들간 또는 예산내의 라인 품목들간

의 자금이전을 말한다.

사업계획 | 事業計劃 | 사업/계약관리

Project Plan

본 프로세스에서 “사업계획”이라 함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탐색 / 체계개발 단계에서 작성하는 

다음의 계획문서를 말한다.

1. 탐색개발 : 탐색개발 실행계획서, 탐색개발 사

업관리계획서 등

2. 체계개발 : 체계개발 동의서, 체계개발 실행

계획서, 체계개발 사업관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 事業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Business Plan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개요, 대상업무 

현황, 사업추진계획,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을 

구체화한 문서를 말한다.

사업관리 | 事業管理 | 사업/계약관리

Project Management

사업이란 비반복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창출해 

내기 위해 채택된 한시적 노력들을 말한다. 사업

관리란 사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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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련 지식, 기술, 도구, 기

법 등을 사용하여 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

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완결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관리 검토 | 事業管理檢討 |

사업/계약관리

Program Management Review

부여된 시스템의 현상태를 결정할 목적으로 시스

템 프로그램 담당부서(SPO) 또는 시스템 프로그

램 관리자(PM)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리 수준 검

토를 말한다. 

☞ PMR(Program Management Review)

사업관리 기관 | 事業管理機關 |

정책/제도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1. 사업의 계약부터 종결 시까지 사업계약, 일정

관리, 위험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및 개발시

험평가 등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기

관을 말한다.

2. 사업별 세부 내용과 예산을 구체화하고 승인 

준비부터 사업 종결시까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주된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 

각 군, 국직 부대 및 기관, 국과연, 사업관리단

(PMO)과 특정 사업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본, 

합참의 부서.

사업관리 기관의 장 | 事業管理機關의長 |

정책/제도

System Program Manager

어떤 시스템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자로 지정된 

자.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는 승인된 사업을 수

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전적인 권한, 책임 및 자

원들을 부여한다.

사업관리 단계 | 事業管理段階 | 사업/계약관리

1. 선행연구 :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국내 

기술수준 분석, 해외기술보유현황·기술 도입 및 

확보방법 포함)

2. 탐색개발 : 구체화된 연구개발 개발계획수립/

기술개발 업무 수행/시뮬레이션, 모형제작 시험

(1) 개발/주관 : 국과연, 업체

(2) 관리/승인 : 방위사업청

(3) 결과평가 : 운용성 확인(분석시험평가국)

3. 체계개발 : 작전운용 성능을 만족하는 무기체

계 설계/제작/시험평가

국방규격화 완료(표준화)

4. 양산/배치 : 방위사업청 주관 초도배치 확인, 

소요군 주관 전력화 평가

초도양산과 후속양산을 구분

5. 운용/유지 : 양산배치된 무기체계를 소요군이 

관리

사업관리 팀 | 事業管理team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Project Team

체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직접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IPT 등)

사업관리단 | 事業管理團 | 사업/계약관리

Project Management Office

무기체계의 획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주요 사업 중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방법 결정시부터 최초 운용 능력 

확인 단계까지 사업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업무

의 조정 통제를 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업관리 책임 기구를 말한다.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관리자 | 事業管理者 | 사업/계약관리

Project Manager

방위사업청 또는 각군 내에서 선정된 무기 또는 

장비 체계를 마련하는데 포함되는 모든 계획, 방

향 및 과제의 통제와 관련 자원 등 전반에 걸쳐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원을 말한다. 그 권한

은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균형 유지를 

위해 연구, 개발, 생산, 분배 및 군수 지원의 모

든 단계에 걸쳐 행사된다. 

☞ PM(Project Manager)

사업단 | 事業團 | 사업/계약관리

Enterprise Organization

특정한 공공 목적 때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특수 법인. 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사회 정책

의 수행을 담당하는데, 공단(公團)보다 규모가 

작고 기업성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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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조달 계획서 | 事業別調達計劃書 |

정책/제도

장비 및 물자의 획득시 작성되는 사업계획과 조

달요구서의 통합문서이다.

사업별 집행 계획서 | 事業別執行計劃書 |

정책/제도

확정된 예산으로 군수품 조달을 위하여 작성되는 

기본문서로서 사업계획서와 조달요구서로 구성

된다. 사업계획서는 품목별, 조달내용을 사업단

위로 설정한 문서이며, 조달요구서는 품목별 군

수품의 조달요구 문서이다.

사업자 등록 | 事業者登錄 | 정책/제도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

무서에 신고하는 절차. 사업자등록은 세법에 의

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할세무서는 특별

한 하자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다. 사업자등록번호는 해

당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로 상거래시 주고 받

는 영수증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사업자등

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말하자면 업체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다.

사업자 등록 증명원 | 事業者登錄證明願 |

행정공통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

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

관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의

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

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등록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

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는 것이

다. 또한 기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 事業者登錄證 | 정책/제도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

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세적(稅籍)에 관한 

일종의 증표라 할 수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화 | 事業化 | 행정공통

Commercialization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

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 대차 | 使用貸借 | 행정공통

Debt And Credit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

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

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무상/편무/낙성 계약이다. 친구로부터 대가를 지

급하지 아니하고 서적을 빌려서 읽은 후에 반환

하기로 하는 계약이 예가 된다. 또 사용대차는 무

상인 점에 있어서 임대차와 다르나 목적물 자체

를 반환하는 점에 있어서는 임대차와 동일하다.

사용 동원 | 使用動員 | 행정공통

Mobilization For Use

장비 및 업체를 동원 자원 사용 기관 및 동원 업

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일정 기간 사용하고 이를 

복원(동원 해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등의 장비와 업체를 동원할 때 사용 동원을 

하게 된다. 

사용 불능품 | 使用不能品 | 행정공통

Unavailable Item

군수품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도 수리

의 가치가 없는 품목 또는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65% 이상 소요 품목을 말한다.

사용 수명 | 使用壽命 | 정책/제도

Servic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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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

품목을 사용하는 동안의 평균수명 혹은 예상수명

을 말한다.

사용 인감 | 使用印鑑 | 사업/계약관리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인감을 말한

다. 쉽게 말해 막도장이며 여러 개를 제작·사용

할 수 있다.

사용 통제 | 使用統制 | 행정공통

Use Control

평시 운영량 중에선 수명을 연장하여 유사시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대 임무 수행에 지

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 사용을 금

지하거나 격월제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

자 절약의 일환으로서 평시에 소요되는 물자 또

는 장비를 임시 저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

축이나 저장 개념과는 다르다.

사용 통제장비 | 使用統制裝備 | 행정공통

Use Control Equipment

평시 인가 운영 차량 중에서 평시 부대 사용량

(행정, 작전 운용, 교육 훈련 등으로 계속 사용되

어야 할 필수 소요)을 제외한 수량을 말한다.

사용군 부호 | 使用軍符號 | 정책/제도

Using Service Code

획득에 대한 집행관리 책임 또는 관할권을 갖는 

군 혹은 정부관련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을 식

별하는 부호이다.(A:육군,F:공군,X:공통,N:해

군,M :해병,O:기타)

사용군 지정 부호 | 使用軍 指定符號 |

정책/제도

Using Service Designator Code

보급품을 정상적인 보급 계통에 의해 획득/사용

하는 군/기관을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사용성 부호 | 使用性符號 | 정책/제도

Usable On Code

분석 대상품목이 사용하는 체계/완제품의 형상

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각 품목이 어떤 모델/형상

에서 사용되는지를 나타내며,사용성부호는 장비

의 오직 한 형상/모델만을 나타내며 정부가 제시

하는 사용성부호 할당 지침에 의해 최대 3자리의 

영문자로 기입한다.

사용자 기준 미설정 보고 

| 使用者基準 未設定報告 | 정책/제도

시험평가단에서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법(specific measure)에 대한 기준

을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거나,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이 영역의 결과는 진술형식으

로 제공된다(예 : 평균완료시간, 판정 설문 분배, 

기타 통계적 요약 등).

사용자 대기시간 | 使用者待機時間 | 행정공통

Customer Waiting Time

일반적으로 최종 사용자(전투부대, 정비 부대)가 

군수품을 청구하여 수령할 때까지의 경과된 시

간으로 고객 대기 시간이라고도 한다. 고객 대기 

시간의 단축은 고객인 전투원, 전투부대, 정비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한 비

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 CWT(Customer Waiting Time)

사용자 불만 | 정책/제도

배치/운영단계에서 군수품의 성능, 신뢰도 및 사

용편의성 등이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

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 불만사항 | 使用者 不滿事項 | 행정공통

사용자 불만사항은 불만내용과 결함내용을 포함

한 용어이며 불만내용에는 파손 기능 또는 성능

미달 재질결함 등이 있으며, 결함 내용으로 하

자, 규격미흡, 운용미흡, 개량요구, 통보착오 계

약착오 등이 있다. 

사용자 시험 | 使用者試驗 | 전력지원체계

User Test

어떤 품목이 군사적 용도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이

다. ☞ UT(User Test)

사용자 정비 | 使用者整備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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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원가

User Maintenance

1. 운용병·승무원에 의해 실시되며 고도의 기술

이 요구되지 않는 조정이나 소모성 품목의 교환,

기본불출품목이나 추가인가품목으로 수리할 수 

있는 정비를 말한다. 부대정비공구나 지원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단순 정비이다.

2. 장비를 운전 또는 사용하는 자에 의해서 수행

되는 정비이며 장비 사용 전, 장비 사용 중, 장비 

사용 후 실시하며, 손질, 주유, 조정 등으로 장비 

기능을 회복시키는 정비이다. 

사이버 보안 시스템 | 사이버保安시스템 |

행정공통

Cyber Security System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서비스 방해 등에 의한 지

휘·통제 및 통신체계로의 불법 침입·교란·마

비·파괴 행위로부터 군사기밀 및 소프트웨어 등

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반 기술을 말한다.

사이버 정보전  | Cyber 情報戰  | 행정공통

Cyber Information Warfare 

특정한 정치나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 테러 

집단 또는 적이 되는 나라가 해킹을 하거나 컴퓨

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전자 공격으로 정보 통

신 기반 시설을 파괴하거나 마비되게 함으로써 

사회 혼란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정보 

통신 발달과 해킹 도구를 지능화해 침입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 규모도 매우 증가하고 있다. 

사장품 | 死藏品 | 행정공통

Dead Stock-in-Trade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

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

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

품·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견

품·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사전 계획 성능 개량 | 事前計劃性能改良 |

행정공통

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사전계획 성능개량(P3I)은 운용예정이거나 개발

예정인 체계(system)에 향상된 능력을 추가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식의 획득전략이다.

사전 기술 성숙도 평가 | 事前技術成熟度評價 | 

정책/제도

Preliminary Technology Maturity Assessment

개발 산출물, 근거자료 등이 명확한 탐색 및 체

계개발단계에서 기술성숙도(TRL) 지표를 활용하

는 공식적인 기술성숙도평가(TRA)와는 달리, 무

기체계 선행연구단계에서 기술수준조사 방식으

로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사전 배치 장비 | 事前配置裝備 | 전력지원체계

전시에 전방으로 투입되도록 계획된 부대의 초도 

배당량을 평시에 해당지역에 사전 배치해둔 장비

를 말한다. 평시에는 후방에 있으면서 임무를 수

행하다가 전시에는 전방으로 투입되도록 계획된 

부대의 장비는 현재 후방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대가 전시에 전방으로 투입되려면 많은 장

비를 휴대하고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으

로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교통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

장비의 경우 해부대용 인가장비를 평시에 사전배

치할 필요가 있다. 평시에 후방에서 운용하던 장

비를 현지에 남겨두고 병력만 이동하여 사전배치 

장비를 지급받게 되며, 후방에 장치된 장비는 후

방지역 부대의 부속 소요를 보충하는데 사용되거

나 또는 전투손실을 보충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사전 배치 전쟁예비물자 

| 事前配置戰爭豫備物資 | 전력지원체계

수준 보충용 발송보급품이 도착할 때까지 어떤 

특수시험 또는 계획된 군사작전을 적시에 지원하

기 위하여 전략계획에 의하여 적대행위(교전) 개

시 전에 사용 장소 또는 근접지역에 배치 완료되

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불출해야 할 전쟁예비물자

의 일부분을 말한다.

사전 비축 | 事前備蓄 | 행정공통

Prepositioning Of Materiel

방위를 주목적으로 신속한 전개를 위하여 편제 

장비 및 물자를 사전에 전개예상 지대에 비축해 

두는 제도이다.

사전 원가 | 事前原價 | 사업/계약관리

Pre-Estimated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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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원가계산

생산 활동이 실시되기 전에 미리 예정하여 계산하

는 원가로서 예정원가 및 추정원가를 포함한다.

사전 원가계산 | 事前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Pre-Estimated Cost Accounting

생산 활동이 실시되기 이전에 원가를 미리 예정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예정 원가 계산 또는 추

정 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

사전 원가관리 | 事前原價管理 | 사업/계약관리

Pre-Estimated Cost Control

효율적인 원가산정업무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발

생하거나 발생예정인 제반 비용 관련 자료를 사

전에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전 평가 | 事前 評價 | 정책/제도

Preliminary Evaluation

신규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적, 경제

적,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구축될 시스템에 

대한 향후 발생될 효과에 대해 사전에 예측해 보

는 평가를 말한다.

사표 | 射表 | 무기체계

Firing Tables

1. 사용 장비 및 기상 상태 등의 표준 상태에서

의 사격 제원과 이들이 변화했을 경우의 수정량

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각종 화포에 대하여 사

용 탄약마다 작성되어 있다.

2. 표준 조건하에서 총포를 정확히 표적위에 사

격하는데 필요한 제원과 바람 또는 각종 온도에 

따른 수정량을 나타내는 표 또는 도표를 말한다.

사하 지점 | 徙下地點 | 행정공통

Off Carrier Position

탄약, 화기, 부속품 및 기타 물품을 운반차로부

터 내려서 각 진지까지 손으로 운반하게 되는 지

점을 말한다.

사회 간접 자본 | 社會間接資本 | 행정공통

Social Overhead Capital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

본을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재화의 두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생산 활

동을 지원하여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기

능을 갖는 자본이다. 생산 활동에 있어서 자본은 

직접자본과 간접자본의 형태로 나뉜다. 직접자

본은 생산 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자본으로서 현

금자본, 시설(토지,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 원

료(유동자본)를 의미한다. 간접자본은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서 도

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공공서비스 등을 말

한다. 기업 쪽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

동에 필요한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뜻한다. 둘째, 인

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

화,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 비배

제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

간접자본은 시장 기구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되기

를 기대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공

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

부의 규제를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사후 관리 | 事後管理 | 사업/계약관리

Oversight

계약체결 후 발생되는 계약과 관련된 제반 업무

의 처리와 계약이행 이후 발생되는 후속처리 업

무를 말한다.

사후 관리 심사 | 事後管理審査 | 사업/계약관리

품질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들이 충족되고 있다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문서와 관련된 절차, 

방법, 조건,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 상태에 대

한 주기적인 감사, 확인 및 기록을 분석하는 심

사활동을 말한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 事後原價檢討條件附 | 

사업/계약관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

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범위, 내용, 방법 등을 계약특수조건

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事後原價檢討條件附契約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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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에 예정 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원가 비목

에 대하여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후 원가계산 | 事後原價計算 | 행정공통

Post-Costing

생산 착수 후에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실제 원가계산이라고 한다. 사전 계산

은 특수한 기업 또는 특정의 경우에 필요하지만 

사후 원가계산은 모든 기업에 필요하고 대부분 

원가 계산은 사후 원가를 중심으로 계산된다.

사후검사 | 事後檢査 | 행정공통

Post Test

실험연구에 있어서 그 효과를 알기 위하여 실험

변인을 작용시킨 후에 실시하는 검사. 단일집단 

실험설계에 있어서는 사전검사와의 차(差)로 그 

효과를 알 수 있고, 통제집단 실험설계에 있어서

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로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산술 평균 | 算術平均 | 행정공통

Arithmetic Mean

관측값의 합을 관측값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표

본평균 또는 시험평균이라고도 한다.

산업 | 産業 | 행정공통

Industry

인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기업이나 조

직. 농업·목축업·임업·광업·공업을 비롯한 

유형물(有形物)의 생산 이외에 상업·금융업·운

수업·서비스업 따위와 같이 생산에 직접 결부되

지 않으나 국민 경제에 불가결한 사업도 포함하

며, 좁은 뜻으로는 공업만을 가리키기도 한다.

산업 기술 | 産業技術 | 행정공통

Industrial Technology

「산업 발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광업

법」제3조 제2호에 따른 광업,「에너지 기본법」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

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

한다.

산업 기술 혁신 | 産業技術革新 | 행정공통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산업 기술과 관련하여 기술 혁신 주체가 기술 혁

신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제품을 기획·디자

인·개발·개량하는 제품혁신과 제품생산의 과

정·관리 및 관련 장비 등을 효율화하는 공정 혁

신을 포함한다)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물을 사

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산업 동원 | 産業動員 | 행정공통

Indusrial Mobilization

1. 전시에 있어서 군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일반 

민수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가 권

력에 의한 중앙 통제에 의해서 평시의 산업 체제

를 전시의 산업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종전에는 물자동원(物資動員)이라 하였다. 전

시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

의 자원을 국가 안전보장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

율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하

며, 이의 목표는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 소

요되는 물자를 적기적소에 동원하여 군사작전 소

요를 충족시켜 지원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극

대화하는데 있다.

산업 안전 관리비 | 産業安全管理費 | 

사업/계약관리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

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산업 재산권 | 産業財産權 | 정책/제도

Industrial Property

발명상표 등 아이디어와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것

으로 등록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으로

서 산업재산권은 중요도와 성격에 따라 특허·실

용신안·의장·상표 등 4개 권리로 세분화된다.

1. 특허권

특허권은 고도의 기술성을 지닌 발명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2.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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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주로 물품의 편리성과 기능을 

향상시킨 형상구조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다.

3. 의장권

의장권은 새롭게 만들어진 물품의 형상·모양·

색채 등이 시각을 통해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것

으로 보호기간은 15년이다.

4. 상표권

상표권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

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도형·일체형상 

등을 말한다.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

산업 표준 | 産業標準 | 행정공통

Industrial Standardization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품질, 생산 방법, 광공업

품에 관한 시험·검사 방법 및 제품·서비스의 

기술에 관한 용어 등을 통일화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기준. 국제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 사

내 표준 등으로 분류된다.

산업 표준화 | 産業標準化 | 행정공통

Industrial Standardization

광공업을 비롯한 관련된 제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첫째,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

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

안전도. 둘째, 광공업품의 생산 방법·설계 방

법·제도방법·사용 방법·운용 방법·원단위 

생산에 관한 작업 방법·안전조건. 셋째, 광공업

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

등급·방법. 넷째,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

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

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

호·표준수·단위. 다섯째, 구축물과 그 밖의 공

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여섯째,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

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 체계 

및 전자 통신 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일곱째,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절차·방법·

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산정 연도(X-1년) | 算定年度(X-1年) |

행정공통

Count Year(X-1year)

전년도(X-2년) 생산실적에 대한 조사표를 제출

하는 연도를 말한다.

산출물 관리 | 産出物管理 | 정책/제도

Data Management

데이터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를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저장 및 처리되는 

기술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정보, 

발표자료, 숫자 또는 자료를 의미하며, 기록 형

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전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성

격의 데이터를 확보, 접근, 관리, 보호 및 사용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살수 장치 | 撒水裝置 | 행정공통

Sprinkling System

탄약고나 포탑 등의 격실에 화재가 발생 시 이를 

신속히 진화하기 위하여 화재 발생 여부를 자동

으로 인지하여 물(해수)을 뿌려 소화할 수 있도

록 설치한 장치이다.

상계 거래 | 商計去來 | 행정공통

Counter Trade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품 또는 서비스와 같

은 현물로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상계 거래는 

한 당사자가 상계 당사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할 것을 합의함

으로써 양자간에 합의된 상호 이행 비율을 달성

하려는 복합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계 

거래는 우리 법상 대물 변제와 유사하지만 독립

적인 계약이란 점에서 변제의 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 대물 변제와는 구별된다.

상륙 지원단 | 上陸支援團 | 행정공통

Naval Beach Group

상륙 작전 부대 내에 영구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해군 부대. 그 구성은 지휘관, 참모, 양륙 지휘

대, 상륙 작전 건설 대대 및 주 정대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개 사단(또는 증강된)의 상륙을 지

원하기 위하여 공격 부대 사령관 및 상륙군 부대 

사령관에게 소요되는 해군 전술 구성 부대를 차



263

ㅅ

상세화

출할 수 있는 행정 전대로서 편성되어 있다. 

상비품 | 常備品 | 전력지원체계

Reserve Supplies

상비란 늘 갖추어 둠을 뜻하며, 상비품이란 유사

시에 대비하여 항시 저장하여 두는 보급품을 말

한다.

상사 중재 | 商事仲裁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Arbitration

분쟁의 당사자들 간에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분쟁의 해결에 대한 판

정을 요구하여 판정이 내려지면 분쟁 당사자는 

그것에 구속되는 것이 중재이다. 상사 분쟁의 원

만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스스로가 조직하는 

중재인단의 판정에 따를 것을 합의하여 분쟁의 

판정이 이루어진 것을 상사 중재라 한다. 비공개

의 원칙 하에 거래 전문 가의 판단, 시간과 경비 

절약 등으로 상인에게 환영받는 분쟁 해결 방법

으로 우리나라에는 상설 중재기관으로서 사단법

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상생 협력 융자사업자 | 相生協力融資事業者 | 

정책/제도

상생협의회 대기업(체계기업)이 중소기업 및 중

견기업(협력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보된 경우 

그 대기업을 말한다.

상세설계 | 詳細設計 | 사업/계약관리

Detail Design

1. 설계 프로세스의 하나로 시스템의 형상은 성

능, 효과성, 군수 지원, 비용, 다른 소요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기본 설계 도면을 기초로 장비 설치 및 함정 건

조 세부 공작을 위한 도면을 작성하는 설계를 말

한다.

상세설계 검토 | 詳細設計檢討 | 사업/계약관리

Critical Design Review

1. 체계가 제작, 시연, 시험 단계로 진입해도 되

는지를 보증하고 기술된 성능 요구사항이 비용, 

성능, 위험 및 기타 제약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

인하는 기술검토회의이다. 이 검토회의에서는 체

계의 최종설계를 평가하며 체계의 각 형상항목의 

제작규격(제작기준선)에 대해 이루어진다.

2. 중요한 공학적/기술적 검토가 수행되는 설계

검토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부 설계에 대한 완벽

성 및 인터페이스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하드웨어에 대한 상세설계가 제품규격서 초안 및 

이와 관련된 공학적 도면으로 발전되고, 승인된 

상세설계는 최초제작 및 생산계획의 기초 역할을 

수행한다. 상세설계검토는 하드웨어의 경우 설계

와 생산의 중간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딩 및 

시험 이전에 수행하며, 이의 성숙도가 불완전할 

경우 차후의 빈번한 변경이 생산에 지장을 초래

하게 된다. 또한,이를 너무 수행할 경우, 생산일

정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수

행시점을 선정해야 한다.

3. 체계에 대한 세부 공학적, 기술적 검토가 수

행되는 마지막 설계검토 단계로서 설계의 완벽성 

및 인터페이스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하드웨어

의 경우 설계와 생산의 중간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코딩 및 시험 전에 수행되며, 상세설계 검

토가 불완전할 경우 체계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상세설계 검토 회의 | 詳細設計檢討會議 |

사업/계약관리

Critical Design Review

국방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본 설계 검토 이후 

시제품 제작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 검토 회의를 

말한다.

상세형 규격 | 詳細形規格 | 사업/계약관리

Detail Specification

구매에 적용될 품목과 용역에 관한 기술적인 요

구 사항과 요구 성능의 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규격을 말한다. 정식 규격에는 상세형 규

격과 성능형 규격으로 구분한다.

상세화 | 詳細化 | 행정공통

Disaggregation

시스템 또는 도면의 하위 구성품을 부분별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 또는 모델링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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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효과

상승 효과 | 相昇效果 | 행정공통

Synergy Effect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 작용, 협

동을 뜻하는 말로서 종합 효과의 의미이다. 군사

적 의미에서는 전술 차원의 전투력 상승 효과와 

유사한 개념이나 전략, 작전술 차원에서 보다 광

범위한 분야에 파급되는 승수 효과를 의미한다.

상업 구매 | 商業購買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Procurement

국외조달 구매방법의 한 형태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외업체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 구매 계약 | 商業購買契約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Procurement Contract

일반적으로 상거래 절차 및 관습 등 무역관례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소요군수품 및 용역을 직접 

구매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 송장 | 商業送狀 | 행정공통

Commercial Invoice

수출 상품의 품명, 규격, 단위, 금액 등이 기입

되며, 상품 매매의 조건도 표시되는 사업 매매를 

입증하는 서류를 말한다.

상업 신용장 | 商業信用狀 | 행정공통

Commercial Letter Of Credit

수출입 대금 결재를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상업 판매 | 商業販賣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Sale

외국 구매자에게 직접 국방용역이나 국방물자를 

판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FMS)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

다. 대외군사판매(FMS)에 의해 미 국방부가 관

리하지 않는다.

상용 구매 | 商用購買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Purchase

1. 한국 정부와 외국상사 간의 상거래로 외자로 

소요되는 정비 및 물자와 용역을 제3국의 공급자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내 조달 및 대외 군사 판매 제도로 조달이 

불가한 장비, 물자, 수리부속 및 용역을 우방 국

가의 일반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획득하는 

구매 방법이다.

상용 소프트웨어 | 商用software | 행정공통

Commercial Software

운용체제가 아닌 일반 유틸리티 프로그램 가운데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유료프로그램을 말한다.

상용 판매 | 商用販賣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Sale

미 국무부의 수출승인 하에 미국 회사가 외국 구

매자에게 직접 물자 혹은 용역을 판매하는 행

위로서 FMS절차를 통한 미 국방부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판매로서 DCS(Direct Commercial 

Sale)라고도 한다.

상용 품목 | 常用品目 | 전력지원체계

Commercial-Type Items

1. 민수용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을 군에

서 군수품으로 채택 사용하는 품목을 말한다. 상

용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완제품 및 부분품의 

정상 소요를 반영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국방 

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한국 산업 규격 및 정

부 관계 기관 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정상적인 국제무역계통으로 수/출입되는 군

사용을 포함한 민수용 제품의 품목들

(1) 민수품목을 군에서 군수품으로 채택·사용하

는 품목

- 대상 : 사양서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고 ILS에 

문제가 없는 경우

(2) 완제품 및 수리부속품의 정상소요를 반영하

여 조달 가능

(3) 상용품목은 국방규격을 제정하지 않고, KS, 

정부규격, 단체규격, 업체규격 순으로 적용

(4) 군사요구도를 설정/변경시는 가능한 한 2개 

이상의 다수 생산업체 제품을 참고하여 경쟁을 

유도

(5) 군사요구도의 현저한 변경이 아닌 때에는 별

도의 품목 지정절차를 생략 가능

상용기술 활용정책 | 商用技術活用政策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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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변조

상용장비 및 제품을 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말한다.

상용품 | 商用品 | 행정공통

Commercial off the Shelf

상업시장에서 가용한 하나의 체계 제품으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명주기 간 계약기

관에 의해 특별한 수정 혹은 정비를 요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상용품 적용 | 商用品適用 | 정책/제도

Commercial Off the Shelf Application

군수품에 적용이 가능한 상용부품을 식별하고 적

용하여 부품단종에 대처하는 관리방법으로, 부품

조달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

한 특징이 있다. 단, 상용품이 적용된 시스템은 

반드시 무기체계가 요구하는 환경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상임 위원회 | 常任委員會 | 정책/제도

Standing[Permanent] Committee

국회 등에서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

회.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

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운영·법제사법·정

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

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환경노동·국

토해양·정보·여성가족 등이 있다. 또한 각 위

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상태 감시 | 狀態監視 | 행정공통

Observation of Situation

품목의 사용 및 사용중에 동작 상태의 확인, 열

화 경향의 검출, 고장과 결점의 위치 확인, 고장

에 이르는 경과의 기록 및 추적 등의 목적으로 

임의의 시점에서 동작 및 그 경향을 감시하는 것

을 말한다. 감시는 연속적, 간접적 또는 정기적

인 점검, 시험, 계획, 보고 등의 수단 또는 장치

에 의해서 행해진다.

상태 기준 정비 | 狀態基準整備 | 행정공통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압력, 온도, 진동, 윤활유 상태, 절연 등 장비 상

태를 진단, 분석하여 맞춤 정비를 수행하는 것으

로 예방 정비 개념이다. 기계의 건강 상태에 대

한 정량적인 값을 얻기 위해서 개별 기계의 상

태를 측정하여 관리하는 등 각각의 기계를 개별

적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정비도 상태 측정에서 

이상 현상이 감지되어 정비가 필요한 기계에 대

해서만 실시한다. ☞ CBM(Condition Based 

Maintenance)

상태 분석 검사 | 狀態分析檢査 | 행정공통

Analytical Condition Inspection

계획 창정비(PDM)로 인한 필요 이상의 자원 소

모(정비 인시수, 자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

한 개념으로 항공기의 기골 혹은 계통에 잠재된 

결함, 약화된 상태, 부식, 피로, 과응력(過應力) 

및 제반 발생 가능한 결함에 대하여, 비행 시간

대별로 대표적인 항공기를 선정하여 체계적인 분

해 및 검사를 수행하는 창정비 개념이다. 즉 신

뢰도 중심 정비를 위하여 항공기 기골 또는 계통

에 잠재된 결함, 약화된 상태, 부식, 피로, 과응

력 및 제반 발생 가능 결함에 대해 표로 나타낸

다. ☞ ACI(Analytical Condition Inspection)

상호 간섭방지 | 相互干涉防止 | 무기체계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우군 잠수함 간 또는 잠수함과 우군 수상함의 수

중 예인체 간 그리고 잠수함과 다른 수중 작업이

나 훈련(수중 폭파, 수중 탐사, 석유 시추 등) 간

의 수중 간섭이나 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PMI(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상호 국방조달 | 相互國防調達 | 사업/계약관리

Reciprocal Defense Procument

미국과 서로 다른 나라로부터 국방물자의 상호 

보충적인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참가국들간

의 양해각서/협정서하에 이루어지는 조달행위들

을 말한다.

상호 변조 | 相互變調 | 행정공통

Cross Modulation/ Intermodulation

비선형(非線形) 장치 안에서 복잡한 파(波)의 성

분이 서로 변조하여 합해지고, 최초의 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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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억제

성분 주파수의 정수배(整數倍) 주파수의 합 및 

차와 같은 주파수의 새로운 성분파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 억제 | 相互抑制 | 행정공통

Mutual Deterrence

1.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혹은 국가 연합이 보

복으로 초래하게 될 손실과 파괴가 감당하기 어

려운 것이 될 것이므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억

지되고 있는 안정된 상태를 말한다.

2. 핵 보유국 중에 일개국이 선제 공격(제1격)을 

억제했을 때 형성되는 핵 보유국들 간의 상황으

로서 이때 일방이 최초 피해자의 보복(제2격)으

로부터 초래되리라고 판단되는 손실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상호 억

제된다.

상호 연동 | 相互連動 | 행정공통

Interworking

개방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목적지에 도달한 후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다루어져

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통적인 

국제 표준. 이것을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

(OSI)의 상호 연동이라고 한다.

상호 인정 | 相互認定 | 정책/제도

Mutual Recognition

하나의 적합성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제공한 평

가 결과가 유효함을 다른 평가 기관이나 정부가 

확인하여 자신의 평가 결과로 갈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호 인증  | 相互認證  | 전력지원체계

Cross-Certification 

인증서 발급기관 상호간에 인증하는 것을 말

한다. 여러개의 인증 기관(CA)이 존재하는 경

우 적용된다. 상호 인증을 적용할 때 다른 인

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상호 인증서(cross 

certificate)라 한다. 

상호 지원 | 相互支援 | 행정공통

Mutual Support

1. 부대에 부과된 임무, 부대 상호 간의 위치, 적

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및 고유의 능력으로 인접 

부대 상호 간에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2. 자군의 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군에서 지

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품목을 타군에서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

상호 지원 근무 | 相互支援勤務 | 행정공통

Mutual Support Duty

일개군이 타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기

능을 말한다. 이는 피지원군에 대해 지원에 대한 

상환이 요구된다.

상호운용성 | 相互運用性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이란 서로 다른 체

계·군 또는 부대간에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

를 막힘없이 공유·교환 및 운용 할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검증 | 相互運用性檢證 | 정책/제도

Validate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평가결과를 상호운용성위원회를 통

해 확인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소요 검증 : 소요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실시

하며,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적합성 및 상호운용

성 확보계획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한다.

 2. 시험평가 검증 : 소요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반영 및 충족여부와 체계

의 표준적합성 평가결과를 검증한다.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 相互運用性基盤技術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공통 컴포넌트, 표준

데이터,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구성요소

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기반 기술 표준화 

| 相互運用性基盤技術標準化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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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부대코드, 부대부호, 컴포넌트 등 각종 데이

터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 관리

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 | 相互運用性能力model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Model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은 상호운용 수준을 만족하

기 위해 필요로 하는 특정한 능력들(즉, 상호운용

성 속성 능력의 한계치)를 정의하는 모델이며, 상

호운용성 프로파일과 상호운용성 수준을 결정하

는데 필요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하며, 상호운용

성 수준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 

| 相互運用性成熟度model | 정책/제도

Ability Maturity Model

5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을 정의하며, 상호운용

성 성숙도 모델은 상위 단계로 진행할 때 증가하

는 체계간 상호작용 복잡도를 설명하는 모델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소요 평가 | 相互運用性所要評價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소요기획단계(전력소요요청 및 제기)에 상호운용

성 요구사항이 합동성 및 통합성 보장을 위해 적

합한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소요요청 세부항목 

| 相互運用性所要要請細部項目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Subsection

상호운용성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소요요청기

관에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을 작성

하기 위한 세부 항목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 | 相互運用性水準 | 정책/제도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1. 절차(Procedure), 응용체계(Application), 기

반구조(In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

호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가 구비하여야 하는 특

성 및 수준을 말한다.

2. LISI 모델을 기반으로하여 체계자체 또는 체

계간에 달성된 상호운용성의 능력에 대한 정량적

인 표현이다.

3. 정보 체계 상호 운용성을 정의, 평가, 측정, 

심사하기 위한 프로세스. 절차(procedure) 응용 

체계(application), 기반 구조(imfrastructure), 

데이터(data)별로 상호 운용성과 관련하여 체계

가 구비하여야 할 특성 및 수준. ☞ LISI(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 相互運用性水準測定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Level Measurement

상호운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자료(절차, 응

용체계, 기반구조, 데이터)를 파악하여 상호운용

성 수준을 측정하고,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 항

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도구 

| 相互運用性水準測定道具 | 정책/제도

System Interoperablilty Test & Evaluation System

체계 자체 또는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 相互運用性試驗評價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구매 및 연구개발되는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관련 요구사항을 정상적으

로 달성하였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는 과정을 말

한다.

상호운용성 참조 모델 | 相互運用性參照model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Model

5단계의 상호운용성 수준 각각에 대해 4가지 상

호운용성 속성(절차, 응용체계, 기반구조, 데이

터)별로 특성들을 정의하는 모델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특성 자료 | 相互運用性特性資料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Profile

LISI 모델에 기반하여 체계에 적용된 기술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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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등 상호운용성에 관련된 특성을 표현하는 문

서를 말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 相互運用性評價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상호운용성 소요평가, 수준측정 및 시험평가 등

을 포괄하여 상호운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

을 말한다.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 | 相互運用性確保計劃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Security Plan

획득 전 단계에 걸쳐 일관된 상호운용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획득단계별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말한다.

상환 | 償還 | 사업/계약관리

Reimbursements

물자, 업무, 용역등을 제공후 대가로 지불받는 

금액을 말한다.

상황 판단 | 狀況判斷 | 행정공통

Estimate of the Situation

지휘관이 군사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여건

을 고려한 다음 임무 완수를 위해서 채택할 방책

으로서 결심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 과

정이다.

상황도 | 狀況圖 | 행정공통

Situation Map

지휘관 및 참모가 전장에 대한 제반 상황을 파악

하고, 지휘 결심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지

도, 투명도, 그래픽, 영상, 현황, 요약 서술 등의 

형태로 가시화한 것이다.

샘플링 | 행정공통

Sampling

통계의 목적으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골라내는 

일. 임의 추출법, 층화 추출법 따위가 있다.

생명 공학 | 生命工學 | 행정공통

Biotechnology

생명 현상, 생물 기능 그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

작하는 기술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유전자의 재조

합, 세포 융합 따위의 기술을 바탕으로 육종, 의

료, 공해 방지 따위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응용

이 시도되고 있다. 

생산 | 生産 | 행정공통

Production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제조·가공·조

립·용역·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하는 것

을 말한다.

생산 계획 | 生産計劃 | 행정공통

Production planning

기업(企業)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조직적인 예정을 수립하는 사고(思

考) 활동을 말한다. 즉, 생산 개시에 앞서서 제품

의 종류, 수량, 가격 및 그 생산 방식, 장소, 기간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것올 말한다.

생산 공정 | 生産工程 | 행정공통

Production Process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본 주의 사회에 있

어서 생산과정은 노동 과정과 가치의 형성·증식 

과정이라는 두 과정을 가진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좁은 의미로는 유통 과정과 구별된 

생산 과정(직접적 생산 과정)을 가리키며, 넓은 의

미로는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 과정을 통일시킨 

자본 주의적 재생산의 총과정을 가리킨다.

생산 기간 | 生産期間 | 행정공통

Produktionszeit

생산 기간은 노동 기간을 포함하여 생산이 이루

어지는 전체 기간을 가리킨다. 생산물을 생산하

는 과정에는 노동이 직접 투입되는 ‘노동 기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직접적인 투입 없

이 생산물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하거나 숙성하는 

기간도 있다.

생산 기술 | 生産技術 | 행정공통

Manufacturing Technology

산업 내부에서 더 큰 효용과 가치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형상, 상태, 상호 관계 따위를 변화시키

는 기술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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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기술 측정 | 生産技術測定 | 행정공통

Production Engineering Measure

산업 내부에서 더 큰 효용과 가치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형상, 상태, 상호 관계 따위를 변화시키

는 기술적인 방법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 PEM(Production Engineering Measure)

생산 기준 | 生産基準 | 정책/제도

Product Baseline

수명주기 내에서 생산, 야전배치 및 운용지원 단

계 기간 동안 형상품목의 형상을 설명해 놓은 승

인된 기술문서이다. 이 생산기준은 생산수락시험 

또는 생산수락시험 요구도로 지정된 선택된 기능

적 특성들에 관하여 해당 형상품목에 필요한 모

든 물리적 또는 외형, 적합성 및 기능 특성들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MIL-HDBK-61A). 어떤 

형상품목의 재획득에 사용될 경우 이 생산기준 

문서는 성능 요구도가 절충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개발형상문서도 포함한다.

생산 능력 | 生産能力 | 행정공통

Production Capacity

관련시설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기술공정에 따

르거나 기술 공정이 아직 가동되지 아니하고 있

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인 기술공정에 따른 연간 

제조능력량. 이 능력은 게시된 능력(nameplate 

capacity)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상 능

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게시된 능력은 생

산시설이 최대량 생산을 위한 최적 조건하에서 

생산한 양으로서 1회 또는 그 이상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입증된 양을 말한다.

생산 능력 판단서 | 生産能力 判斷書 | 

정책/제도

Production Capacity Document

방산업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서를 말한다.

생산 대표 환경 | 生産 代表環境 | 정책/제도

실제 생산 공정에 가깝게 양산인력, 설비, 공정, 

원자재 등을 구현한 환경을 말한다.

생산 리드 타임 | 生産Lead Time | 

사업/계약관리

Production Lead Time

☞ 생산 소요기간

생산 방법 | 生産方法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ing Methods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계약의 목적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 등을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 또는 구입 

(수입) 의 수단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 화학공

정, 기계가공, 외부구입, 외주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 소요기간 | 生産所要期間 | 사업/계약관리

Production Lead Time

계약장소와 구매된 물자의 보급시스템을 통한 수

령까지의 시간간격을 말한다.

생산 수락시험 | 生産受諾試驗 | 정책/제도

Production Acceptance Test

생산수락시험은 생산품이 획득 관련 계약 또는 

합의 내용에 있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생산 실적 | 生産實績 | 행정공통

Production Performance

제품의 생산계획과 실재 발생한 실적을 비교 검

토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유사환경 | 生産類似環境 | 정책/제도

Production Look Alike Environment

실제 생산 공정 흐름의 일부를 고려한 환경을 말

한다.

생산 제원 | 生産諸元 | 행정공통

Production Data

생산 설계서, 설계도, 규격서, 절차, 방법, 기술 및 

생산 장비 구매 기술서와 같은 효과적인 생산을 

위하여 요망되는 세부적인 기술 제원을 말한다.

생산 준비 검토 | 生産準備檢討 | 정책/제도

Production Readiness Review

계약체결 또는 초도생산착수 전에 생산준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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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준비 상태 검토 

력, 시설, 원자재, 시험장비/시설, 기술자료, 생

산계획 등)를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생산 준비 상태 검토 | 生産準備狀態檢討 | 

정책/제도

Production Readiness Condition Review

설계에 대한 생산 준비가 되었고, 생산자가 설계 

RAM 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음을 보증하는 적절

한 생산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

토이다.

생산 확인 | 生産確認 | 정책/제도

Production Validation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생산자 가격 | 生産者價格 | 사업/계약관리

Producer Price

생산자가 생산물을 상인과 중간업자에게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생산자 검사 증명서 | 生産者檢査證明書 | 

정책/제도

수출국가가 자국 상품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출검사법을 제정하여 자국 상품을 수

출할 때 품질, 규격, 포장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

도록 하는 경우, 수출상품이 계약으로 정해진 품

질, 규격에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생산자 공표가격 | 生産者公表價格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e Price

상품의 성능·시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

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 희

망가격

생산자 물가지수 | 生産者物價指數 | 행정공통

Producer Price Index

물가를 경제순환의 어느 단계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물가지수는 여러 가지로 산출되는데, 생산

자 판매가격에 입각하여 작성되는 것을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한다.

생산자 부호 | 生産者符號 | 정책/제도

Korea Supply Code For Manufacturers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설계를 통제 하는 업체 및 

기관에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국방 보급 목록 

체계(ADICS) 내에서 관리 되는 제품에 대한 설

계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목록 자료의 식별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 단체 및 협의에 의해 작성된 

군사 규격 표준서 및 특정 부호 체계를 식별 사

용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식별 부호이다.

생존 하중 | 生存荷重 | 행정공통

Convoy Joiner

적과의 전투 행위를 회피하면서 침투, 은닉, 도

피 등의 활동이 가능한 하중으로서 개인의 생존

성과 휴대의 지속성을 고려한다.

생존성 | 生存性 | 행정공통

Survivability

아군의 인원, 장비, 시설, 정보 등에 대하여 전투

력을 보존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 지는 모든 방법

과 능력을 말한다.

1.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

2. 피탄을 당한 전투기의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

생체 실험 | 生體實驗 | 전력지원체계

Medical Experiment on a Living Body

전자파로 인한 생체 위해성 연구에서, 동물이나 

인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전자파를 노출시

켜 그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을 말한다.

생체 전자 공학 | 生體電子工學 | 사업/계약관리

Bio-Electronics

생물의 특징적인 구조·기능에서 밝혀진 사실을 

이용하여 종래 전자공학에서 다룰 수 없었던 것

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체 기술과 일렉트로닉스를 

융합한 분야. 현재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분야는 

바이오감지기·광스위치 소자 등 생체 관련 물질

과 일렉트로닉스의 조합, 생체 신경계와 같은 생

체 정보 처리계의 해명, 신경세포의 성장 제어를 

다루는 생물의 일렉트로닉스에 의한 제어, 단백

질에 의한 패턴 인식과 같은 생체 재료의 일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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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선급)

로닉스 응용, 신경 회로망과 같은 생체 정보처리

의 모델화를 주로 연구한다.

생환 | 生還 | 전력지원체계

Come Back Alive

공중 근무 요원 및 기타 선정된 요원이 전투 지

역 및 적 지역에서 작전 중 아군과 고립 차단 또

는 체포되었을 때 도피, 탈출, 저항, 생존 활동을 

통해서 아국 또는 우방국 지역으로 안전하게 귀

환하는 것을 말한다.

생환 장구 | 生還裝具 | 무기체계

Safety Flight Gear

항공기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승무원을 안

전하게 생환시키기 위해 갖추어야 할 낙하산, 신

호탄, 보트, 식량 등의 제반 장비를 말한다.

서류 제출 요구(요구 자료) | 書類提出要求(要求

資料) | 정책/제도

Filing Requirements(Requested Materials)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

회(소위원회 및 반을 포함한다)가 그 의결로 안

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

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폐

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

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서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국

정감사·조사와 관련된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도 가능하다. 

또한 국회사무총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의

장의 허가를 얻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위원장 명의로 의안과 청

원 등의 심사, 국정 감사·조사, 기타 소관사항

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21, 

42, 128조, 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

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9조)

서명자 | 署名者 | 정책/제도

Signer

당사자를 대표하여 기관간 약정에 서명하는 자연

인을 말한다.

선가 | 船架 | 무기체계

Marine Railway

소형 선박의 선저 검사 및 수리를 위하여 육상 

경사면 위에 궤도를 부설하고 이것을 수중 깊이 

연장하여 궤도 위에 대차를 가설한 후 강력한 양

하기로 육상 궤도의 경사면까지 끌어 올리는 시

설. 배를 정비하기 위해 땅위로 끌어올리는 설비

이다. 육상에 경사를 가지는 고정면을 설정하고, 

그 위에 궤도를 부설하여 이를 수중깊이 연장하

고, 그 궤도상에 운반차를 설치 이를 양하기로 

육상의 경사면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이다. 

통상 상가대로 불린다.

선거 | 船渠 | 무기체계

Dock

선박의 건조, 의장 수리를 하거나 선박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축조물로서 영원히 물을 채워주는 

부(浮)선거와 물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건(乾)선거

가 있다.

선금 | 先金 | 사업/계약관리

Advance, Prepaid Advance Payments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전 또는 지

급할 시기의 도래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예산 회계법 제68

조에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

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

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선금 제도 | 先金制度 | 정책/제도

일반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업체)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국고에서 생산자금을 지원한 

후,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그 대가지급시 정산하

는 업무.

선금 지급(선급) | 先金支給(先給) | 

사업/계약관리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선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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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기술료 

※ 방산물자의 조달에 있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선급 기술료 | 先給技術料 | 사업/계약관리

절충교역 자산에 대해 이전, 대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 지불하는 기술료 중 하나로서 기술자

산(노하우)의 절충교역 가치에 대한 100분의 1로 

산정된다.

선급금 | 先給金 | 사업/계약관리

Advance Payment, Cash In Advance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선금, 「방위사업

법」 제46조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말한다. 

미리 지급하여 주는 돈이다. 

선도 장치 | 先導裝置 | 무기체계

Pathfinder

시계가 불량하여 정확한 비행 방향을 알 수 없을 

때에 목적지까지 비행하거나 기지로 귀환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더 장치이다.

선도기술 사업팀 | 先導技術事業team | 

사업/계약관리

Leading Technique Business Team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하여 미래 유망기술에 대

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며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첨단화·지능화되

고, 핵심 소프트웨어 발굴과 개발 필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선도기술사업팀’에서는 첨단 무기체

계에 필요한 선도기술과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담당한다.

선도함 | 先導艦 | 정책/제도

Guide Ship, Leading Ship

함형별로 연구개발 절차에 따라 첫 번째 건조되

는 함정을 말한다. 여러 척의 동형 함정 획득 사

업 추진 시 처음으로 건조하는 함정. 시험평가의 

대상이 되며, 후속함 양산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이 된다.

선물 | 膳物 | 행정공통

Present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

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 적하목록(선박 적재목록) | 船舶積荷目錄 | 

사업/계약관리

Ocean Manifest

선하 증권(BL)에 의거한 선적 화물에 관한 모든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 Outward Manifest

라고 불리우는 사본은 적하항의 세관 당국에 제

출되며, 또 다른 사본 Inward Manifest는 양륙

항에 제출한다. 이때 Inward Manifest는 하역 

준비를 위해 미리 선박 대리점으로도 보낸다.

선박용 도료 | 船舶用塗料 | 정책/제도

선박은 육상 구조물과 달리 혹독한 부식 환경에 

잘 견뎌야 함은 물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선체의 일부분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특히 운항 중에는 선체의 대부분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며, 대기 중에 노출된 부분도 

끊임없이 파도와 강한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있

어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오, 방청 시

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용 도료는 이러한 

작용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

료이다. 선박의 밑면에 부착생물들이 붙게 되면 

선체표면이 거칠어져 자주 보수를 해야 하며, 선

체표면이 0.01mm 거칠어질 때마다 연료소모가 

0.3~1%씩 증가하게 된다.

선박용 도료 종류 | 船舶用塗料種類 | 

전력지원체계

1. 선저부용 도료

(1) 선저도료 : 선저, 수선 및 외부의 방청용으로 

사용된다. 이전에는 비닐계, 염화고무계가 많았

으나, 현재는 콜타르 에폭시, 콜타르 우레탄 및 

에폭시계가 많이 사용된다.

(2) 선저 방오도료(Conventional A/F) : 방오

도료란 선체외부에 해중 생물이 달라붙지 못하

도록 부착방지제(Antifoulant)를 첨가한 도료이

다. 성분은 도막강도를 부여하는 바인다, 방오제

의 용출을 돕는 로진과 방오제로 구성된다.

(3) 선저 방오도료(Self Polishing Copolymer-

SPC 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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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요청

1) 1970년대의 석유 파동으로 연료비 절약차원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도료로 아크릴 

수지와 트리부틸 주석의 코폴리마에 이산화동 등

을 병용한 것이다.

2) 종래의 A/F 도료에서는 바인다가 해수에 용

해하기 때문에 로진과 방오제가 방출된 후 표면

이 거칠게 되어 방오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저항

도 증가한다. 자기연마형 방오 도료에서는 주행 

중에 점차 표면이 평활하게 되어 저항이 좋고 코

폴리마 전체가 균일하게 용해하기 때문에 방오성

이 계속 유지되고 우수하며 수명도 도막에 비례

하여 3~5년 이상도 가능하다.

3) 연비 소비가 높은 고속선등을 중심으로 모든 

선박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의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Tin 사용 규제로 적용의 어려움

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Tin Free 방오 도료가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2. 수선부용 도료 : 수선부는 건습이 교대로 반

복되며 내수, 내후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서는 방

오성도 요구된다. 사용도료는 염화고무, 비닐 및 

순수 에폭시계로 나누어진다. 외현부는 에폭시, 

우레탄 도료 등이 많이 사용되며 내후성이 요구

될 때는 우레탄 도료가 추천된다.

3. 탱크용 도료 : Blast 탱크, 원유 및 해수 병용 

Blast 탱크, Cargo 탱크 등이 있으며 각각에 적

합한 도장계가 필요하며 징크 실리케이트, 순수 

에폭시, 타르 에폭시 등이 주로 사용된다.

4. 갑판용 도료 : 수선부 및 외현부와 유사한 도

료가 사용된다. 징크 실리케이트와 염화고무, 비

닐, 에폭시의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미끄럼 방

지를 위해 모래 또는 특수한 플라스틱을 도료에 

혼합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선발대 | 先發隊 | 행정공통

Advance Element

정찰, 안내 표지, 숙영, 행정 준비 등의 제반 준

비를 위하여 본대보다 먼저 파견되는 부대이다.

선수금 | 先手金 | 사업/계약관리

Advance Received

장차 공급하기로 된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 수

령한 금액을 처리하는 대변 잔액 계정임. 선금 

비용이나 선금급에 대치되는 성질을 가진 계정.

선임순 | 選任順 | 행정공통

군인사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자의 서열순위를 말하며 그 순

위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서열에서 

임시계급을 포함하지 아니한 순으로 한다.

선입 선출법 | 先入先出法 | 행정공통

First-In, First-Out Method, Queue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재고 자산의 불출(소

비), 단가 및 대차 대조표 가액 결정의 방법의 하

나로 매입순법이라고도 한다. 먼저 받아들인 것

부터 순차 불출(소비)이 이루어져 기말 재고액은 

가장 새롭게 받아들인 것으로부터 구성되는 것으

로 후입 선출법(LIFO)과 대비된다. 

☞ FIFO(First-in, First-out Method)

선적 보고서 | 船積報告書 | 사업/계약관리

Reports Of Shipments

선박에 짐을 실은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글이

나 문서이다.

선적 서류 | 船積書類 | 사업/계약관리

Shipping Document

무역거래에서 납품 시 제출되는 서류로서 선하증

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말하고 신용장 및 계

약서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말한다.

선적 선하증권 | 船積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Shipped Bill of Lading

선사가 하주로부터 수령한 화물을 선적완료후 발

행하는 것으로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다

는 뜻이 개재된 선하 증권이다.

선적 시간 | 船積時間 | 사업/계약관리

Shipping Time

예비/수리 부품의 청구가 보급 체계에 도달한 시

점으로부터 품목을 정비 부대에서 수령할 때까지

의 일수.

선적 요청 | 船積要請 | 사업/계약관리

Shipment Request

배에 짐을 싣는데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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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지시

선적 지시 | 船積指示 | 사업/계약관리

Shipping Instruction

선박 회사에서 화물 선적에 대해서 지시하는 행

위를 말한다.

선적 지연 | 船積遲延 | 사업/계약관리

Delayed Shipment

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

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

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연이 된 경우

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

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의한 경우에 매도인은 수출국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

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

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과 같은 용어이다.

선적 통보 | 船積通報 | 사업/계약관리

Shipping Advice

매도인이 계약 물품의 선적을 완료하면 선적의 

중요 사항(선박명, 출항일, 도착 예정일)을 기재

하여 매수인에게 통보하는 선적 통지서를 말한

다. 현재 군수 본부에서는 계약서에 선적 20~60

일 전에 선적 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SA(Shipping Advice)

선측 배열 소나 | 船側配列sonar | 무기체계

Flank Array Sonar

잠수함의 좌우현에 2개의 긴 수동 어레이를 장착

하여 저주파대의 음향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이다.

선측 인도 조건 | 船側引渡條件 | 사업/계약관리

Free Alongside Ship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본선 인도 조건(FOB) 

계통의 무역 거래 조건의 하나이며, 약정된 화

물을 지정된 기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약정

된 선적항에서 수입상이 지정하는 선박의 선측에

서 화물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수출상은 약정된 

화물이 확실히 선측에 도달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완료 이후의 비

용, 위험 부담, 수출 통관은 수입상에게 이전되

며, 위험 부담의 장소적 분기점은 부두에 접안해 

있을 때에는 부두 상이 되고 해상에 정박해 있을 

때에는 부선 내가 된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택 품질 보증 | 選擇品質保證 | 행정공통

Choice Quality Assuranc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이 충분히 만족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자가 미리 선택하여 실시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선택 품질 보증형 | 選擇品質保證型 | 행정공통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업체 생산품 중 장

비 성능 및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기품원이 품질 보증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는 품목이다.

선택적 ABC 재고관리 | 選擇的在庫管理 | 

행정공통

ABC System of Inventory Management

☞ 선택적 재고 관리

선택적 식별장치 | 選擇的識別裝置 | 행정공통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

기본적인 피아 식별 장치에 부가해서 선택된 암

호의 송신, 수신을 표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암

호 조립 및 해독 회로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선택적 재고관리 | 選擇的在庫管理 | 행정공통

ABC System Of Inventory Management

기업에서 관리해야 할 재고목록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70%의 자본이 투입되고 10%의 재고를 의미하는 

가장 비싸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을 A로 지정하

고, 20%의 자본이 투입되고 20%의 재고를 차지

하는 것을 B로, 마지막 10%의 자본이 투입되고 

70% 재고를 차지하는 것을 C로 분류하여 가장 

중요한 ABC 순으로 재고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이

다. 즉 품목을 연간 수요금액을 기준으로 A, B, 

C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특성에 따라 

재고통제의 정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장비 | 選擇形裝備 | 전력지원체계

Selected Equipment



275

ㅅ

설계 검토

장비 개념에서 분류한 장비 인가 현수표(EAID)

상의 장비, 통신 장비, 기상 장비, 의무 장비, 항

공기 장비를 제외한 품목 중에서 국고품 단가 

50,000원 및 군원품 $100 이하의 장비, 공구, 

비품 및 엔진 등 비소모성 품목을 말한다.

☞ EAID(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장비인가 현수표 

선하 증권 | 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Bill of Lading

화물선적을 입증하는 기본서류로서 유통할 수 있

는 유가증권이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대금을 받

을 수도 없고, 화물을 인수할 수도 없다. 선적서

류 중 필수 서류의 하나로서 화송인이 화물을 본

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 수취증을 발급

받아 이를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

하증권을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화

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획에 의하여 선박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다시 말하면 선

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 부터 화물을 선적한 

사실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을 입증

하고 그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수취증

권이다.

선행 연구 | 先行硏究 | 사업/계약관리

Precedent Study

1.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

사,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방법 결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소요 무기체계에 대하여 소요군의 요구사

항을 식별하여 체계 구성을 구상하고,개념설계

(Sketch)를 수행하는 연구단계. 이 과정에서 무

기체계의 운용개념을 형성한다.

선행 연구 과제 | 先行硏究課題 | 사업/계약관리

Leading Research Project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획득대안 수립, 사업추진전

략 등을 수립하는데 있어 용역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과제를 말

한다.

선행 연구 용역 | 先行硏究用役 | 사업/계약관리

Leading a Research Contract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

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비

용 대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목적으로 

선행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선행 핵심 기술 사업 | 先行核心技術事業 | 

사업/계약관리

Prerequisite Core Skill Business

미래 전장 운영 개념을 혁신할 수 있는 도전적 

창의적 국방과학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산학연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하기 위해 추진되는 개별과제 및 단위사업을 통

칭한다.

설계 | 設計 | 행정공통

Design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또는 그 계획을 뜻한다. 

기계, 건축, 토목 등 그 어떤 제작공사 등에 대해 

그 목적한 바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

이다. (1) 연구개발에서 최종 물리적 산출물의 형

상을 결정해 가는 과정. (2) 건축사와 관계 전문 

기술자(토목, 조경, 구조,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등)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

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설 공사를 위한 도

면, 구조 계산서 및 공사 설명서, 내역 관계 서

류, 건축 설비 계산 관계 서류, 토질 및 지질 관

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

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 감독관 | 設計監督官 | 행정공통

Design Supervisor

발주 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설계용역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 받은 자로서 계약자

에게 통고한 자.

설계 검토 | 設計檢討 | 행정공통

Design Review

1. 탐색개발 및 체계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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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능, 기능, 신뢰성, 가격, 납기 등을 고려하

고 심사숙고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것. 검토에는 

설계, 제조, 검사, 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가한다.

2. 연구개발을 통하여 무기체계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 기타 군 요구

성능 등의 목적에 따라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도면 등에 명시하여 원하는 목적에 맞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내용을 살피거나 따지는 것을 말

한다. 체계설계검토(SDR), 예비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CDR) 등으로 구분된다.

설계 기본 요구조건 | 設計基本要求條件 | 

행정공통

1. 연구개발에서 사용자의 필요(needs)를 반

영하여 구성된 공학적 의미를 가지는 요구사항

(requirements) 중 설계에 반영하게 되는 기본

적인 요구 사항을 의미함.

2. 확보하고자 하는 시설의 설계도서 작성에 근

거가 되는 사용 부대의 요구 사항으로, 소요 시

설의 종류, 수량, 사용 조건 및 기존 시설 현황 

등을 기록한 설계를 위한 기본 자료.

설계 기술 | 設計技術 | 행정공통

Design Technique

설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과학의 원리와 그 

응용 방법, 방법론을 말한다.

설계 기준 | 設計基準 | 행정공통

Design Criteria

시스템 개념. 문제 해결을 위한 설계의 전(前)단

계가 되는 계획의 개념 기준이다.

설계 대안 | 設計代案 | 사업/계약관리

Design Alternative

체계 / 구성품에 할당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기술적 해결방안을 말한다.

설계 도서 | 設計圖書 | 행정공통

Drawing and Specification

공사용 설계 도면과 설명서 및 구조 계산서, 설

비 계산 관계 서류, 지질 관계 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설계 시공 일괄 계약 | 設計施工一括契約 | 

행정공통

Turn Key Base System, Turn-Key Contract 

Approach

일괄 시공 업자가 건설 공사에 대한 재원 조달 

토지 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의 계약. 일괄 수

주 계약 방식은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 건설 공사 

등에서 수주 방식 중 하나로 키 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

다는 데서 유래한다. ☞ 턴키(Turnkey), 턴키 방

식(Turnkey方式)

설계 시공 일괄 입찰 | 設計施工一括入札 | 

행정공통

Turn Key Base Contract

발주청이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

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설계 자문 | 設計諮問 | 행정공통

건설 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과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제출한 설계 도서 등

의 관계 자료 검토 또는 현장 점검 등을 통하여 

설계 자문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

시한 의견을 말한다.

설계도 | 設計圖 | 행정공통

Blueprint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의거 그림으로 

나타낸 서면으로서 공사 또는 개발 목적물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설계비 | 設計費 | 사업/계약관리

Design Cost

당해 제품의 설계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

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내

부설계인 경우는 제조원가 요소별 계산가능). 공

사의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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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 設計者 | 행정공통

Designer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

함한다)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에 의

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 자문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형 규격서 | 設計形規格書 | 행정공통

사용되는 재료, 필요 조건의 성취 방법, 또는 제

조 방법 등 설계 필요 조건을 기술한 규격서를 

말하며, 성능과 상세한 필요 조건을 규정한 규격

서도 설계형 규격서로 간주된다.

설명서 | 示方書 | 사업/계약관리

Specification

재료, 제품, 공구, 설비 등에 관하여 요구 조건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설문 | 設問 | 행정공통

Survey

조사를 하거나 통계 자료 따위를 얻기 위하여 어

떤 주제에 대하여 문제를 내어 묻는 것을 말한다.

설비 | 設備 | 행정공통

Equipment

건축물의 부대물, 즉 기구, 기계, 전기 등을 말하

거나 또는 고정 또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위치

의 군사시설물, 그 건물과 건물에 부수되는 장치 

및 부두, 철로 및 수로 표지 등과 같은 부차적 시

설물 등을 포함한다. 

설영 | 設營 | 행정공통

Quartering

진영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부대원의 숙식, 근무

설비 및 보급품을 위한 수용시설의 준비와 관리

를 말한다. 설영시설에는 야영시설, 병영시설 및 

숙사시설 등의 형태가 있다.

설영대 | 設營隊 | 행정공통

Quartering Party

주력부대가 전진하여 작전이 예상되는 새로운 위

치를 주력부대가 도착 또는 점령하기 전에 이를 

확보하고 정찰하여 사전에 지역을 편성하기 위하

여 부대대표로 파견된 부대이다. 설영대 편성은 

설영대장(통상 인사주임: 참모 또는 본부대장)과 

예하부대의 대표, 직할대 대표자, 의무, 군수, 통

신요원과 신집결지를 경계할 부대 및 유도병으로 

구성되며, 주요임무는 예하부대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해주고, 각 부대를 준비된 지역으로 유도하

며, 숙영 및 행정시설을 사전 준비한다.

섬유 | 纖維 | 행정공통

Textile

대단히 길고 가늘며 연하게 굽힐 수 있는 천연 

또는 인조의 선상(線狀) 물체이다. 직물의 원료

가 될 뿐만 아니라 편물·로프·그물·펠트 등 

섬유 제품의 원료 및 제지(製紙)의 원료로 쓰이

는 것을 말한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 | 纖維强化plastic | 

행정공통

Fiber Reinforced Plastics

기저(matrix)에 유기 고분자, 첨가물(filler)로 

각종 섬유를 사용한 복합 재료.

섬유 광학 | 纖維光學 | 행정공통

Textile Engineering

아주 가늘게 뽑은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의 섬

유를 평행으로 겹쳐서 빛이나 상(像)을 전송하

는 광학 기술. 내시경이나 광 통신 등에 응용된

다.☞ FO(Fiber Optics), 파이버 옵틱스(Fiber 

Optics)

섭씨 온도 | 攝氏溫度 | 행정공통

Celsius Degree

온도 단위의 하나. 얼음이 녹는점을 0℃, 물이 

끓는점을 100℃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한 단

위이다. 고안자인 스웨덴의 셀시우스(Celsius, 

A)의 중국 음역어 ‘섭이사(攝爾思)’에서 유래한

다. 기호는 ℃.

성과 가치 | 成果價値 | 행정공통

Budgeted Cost For Work Performed, Earned Value

작업에 할당된 성과 예산의 가치로 표현된 작업

의 가치이다. 이것은 완료된 작업 패키지, 개방 

작업 패키지의 완성 부분, 기준 계정으로부터 산

출된 비례 작업, LOE(Level of Effort)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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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합과 동일하다. 해당 기간 또는 누적 가

치로 표현 가능하다. ☞ BCWP(Budgeted Cost 

For Work Performed)

성과 관리 | 成果管理 | 정책/제도

Performance Management

1. 방위사업청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

록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들을 연계하고, 성과지표

의 목표달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

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성과 관리 기준선 | 成果管理基準線 | 정책/제도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통제계정을 구성하는 작업패키지 및 계획패키지

에 기 할당된 예산을 일정에 따라 배분하여 나타

나는 계획예산의 누계곡선을 말한다.

성과 관리 시스템 | 成果管理 system | 

정책/제도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성과관리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수준을 측

정해서 실적을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화시스템을 말한다.

성과 관리 체계 | 成果管理體系 | 사업/계약관리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1990년대 후반기에 미국에서 시작된 사업관리 

기법 중의 하나로서 사업의 비용, 일정, 기술 

측면의 관계를 설정하고, 성과 가치 지표를 통

해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실제 비

용을 집계하고, 계획과의 편차에 대한 분석, 마

일즈스톤 달성 예측, 예측 비용의 추정, 적시

에 기준선5에 대한 변경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사업관리 체계이다. ☞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성과 기반 계약 | 盛果基盤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

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

등 지급하려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

성과 기반 군수지원 | 成果基盤軍需支援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Based Logistics

1.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른 운영유지비의 최소

화와 최상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소요군에

서 제시된 목표가동률 등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

라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투준비태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해당 사업에 적합한 생산업체를 선

정하여 개발, 배치, 운영유지 등 전 분야 또는 일

부분을 생산업체에 전담케 하는 제도로 민군협력

을 통한 인력 및 예산 절감효과와 완벽한 전투준

비태세 보장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최근 

F-15K(2005), KDX-Ⅲ(2008), 유도무기 등 최

첨단 정밀장비의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면서 새

로운 정비인력 및 정비시설 등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정비지원능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

시에 군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지원 분야에서 성과기반 

군수(PBL)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계약자 군수지원

성과 보고서 | 成果報告書 | 정책/제도

Contract Performance Report

업체에 의해 준비되고 계약사항으로서 요구되는 

보고서로 작업분할구조, 조직분할구조, 성과관리

기준선, 인력투입, 문제분석의 5종류로 구성.

성과 비율 | 成果比率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Rate

작업 단위 당 소요된 평균 생산인, 시간을 말하

며, 산출은 기간 중에 소비된 생산인, 시간수

를 동기간에 생산된 작업 단위수를 나누어 구한

다. 성과 측정에서 성과 비율 산정은 인시 비율

일 때, 측정 분야에서 하나의 작업 단위를 완성

하는 데 소비한 월간 평균 생산 인시로서, 인시 

비율 = (생산 인시 합계 / 실적 작업량 합계) * 

100(%)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생산 인시 합계

에는 과외시간을 포함한다. 인원 비율은 일정한 

비측정 분야에서 사용된 월간 평균 인원 생산 인

시이다. 계산에는 인시 비율 = (생산 인시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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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기준 작업 시간) * 100(%)이다. 예를 들면 

생산 인시 합계에는 과외인/시를 제외한다.

성과 지표 | 成果指標 | 행정공통

Performance indicator

개인 또는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

는 척도를 말한다. 산출 및 성과에 대한 직접적

인 계량지표가 없을 경우에는 산출 또는 성과와 

관련된 특성 및 정보를 나타내 주는 간접적 측정 

단위를 이용해 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측정 | 成果測定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Analysis

성과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부여된 기능

의 수행 결과를 뜻하며, 측정이란 표준이나 기준

에 의하여 사물의 용량, 능력 혹은 한도를 비교, 

확인함을 말한다. 따라서 성과 측정이란 성과 관

리 체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능의 수

행 결과를 표준과 비교하여 생산성(능률성)을 평

가하는 관리 기법이다. 생산성의 평가는 수입량

과 산출량의 상호 관계로서 한다. 여기서 생산성

이란 인력 생산성을 말하며, 일정 기간 중의 생

산량으로서의 완성된 작업량과 이를 완성하기 위

한 투입량으로서의 소요된 인력과의 상호 관련

성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여 생산성(능률)을 측정

하게 마련한 제도를 성과 측정 제도라 한다. 성

과 측정 방법은 개산 견적에 의한 측정법, 작업

량 평가에 의한 측정법, 실적 기록에 의한 측정

법, 시간 연구에 의한 측정법, 예정 표준 자료에 

의한 측정법이 있다. ☞ 성과 분석(成果分析), 작

업 측정(作業測定)

성과 평가 | 成果評價 | 행정공통

Outcome Evaluation

인과적 관계 속에서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난 성

취나 변화 등의 현상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제적 접근의 투입-과정-산출

모형에서 산출에 해당하는 요소가 성과에 해당

한다. 성과의 종류는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 인

지적 성과와 정의적 성과, 단기적 성과와 중장기

적 성과로 구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교육기관의 

경우 교수-학습 결과로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은 학생이 성취한 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업성취도, 취업률, 직업지위

의 획득, 개인능력의 변화와 발달 등이 성과평가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나 공장의 경우에는 생산제

품의 양과 질이 성과평가의 중요한 척도일 수 있

으며, 얼마나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느냐가 

성과평가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과평

가에서는 목표에 비추어 보아 성과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핵심과제이다.

성과 활용 | 成果活用 | 행정공통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

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과, 획득 가치 | 成果, 獲得價値 | 행정공통

Earned Value

일정기간동안 수행하도록 계획된 업무 중에서 실

제로 완료된 업무의 화폐가치를 말한다.

성능 | 性能 | 정책/제도

Performance

운용 또는 기능 수행에 관련된 물리적 또는 기능

적 속성을 특성화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측정값

이다. 성능 특성은 수량(얼마나 많이), 품질(얼

마나 잘), 범위(얼마나 넓은 분야 또는 얼마나 멀

리), 적시성(얼마나 빠른 응답, 얼마나 자주) 및 

준비태세(가용성, 임무/작전 준비태세)를 포함한

다. 성능은 개발, 생산, 검증, 배치, 운용, 지원, 

훈련 및 폐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스템, 인력, 제

품 및 과정에 대한 속성이다. 따라서 지원성 인

자들, 제작공정 가변성, 신뢰성 및 기타 요소가 

모두 성능측정요소이다.

성능 개량 | 性能改善 | 사업/계약관리

Product Improvement Program

운용 또는 개발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

능, 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무

기체계의 능력을 향상 시키거나 운용유지 측면에

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능개선은 양산중이거나 배치중인 무기, 장비 

및 물자에 대한 단순기술 변경 및 품질개선으로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며 현저한 운용개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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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대한 작전운용성능 변경 시 추진한다.

성능 개량사업 | 性能改良事業 | 정책/제도

Product Improvement Program business

운용 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일부 성

능이나 기능의 변경 또는 품질 개선 등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운용 유지 측면

에서 신뢰성과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

성능 개선 | 性能改善 | 사업/계약관리

Improvement of Performance

양산중이거나 배치중인 무기, 장비 및 물자에 대

한 단순기술 변경 및 품질개선으로 성능과 기능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현재는 성능개량에 포함된 

용어로 해석 가능.

성능 규격 | 性能規格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Specification

방위사업청에서 개발자에게 제시하는 체계 요구

사항을 종합한 문서이다. 소요군 및 합참에서 제

시된 소요결정문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선행연구

단계의 요구사항 정제 및 개념분석 활동에 의해 

정제되고 분석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개발자는 

성능규격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성능 시험 | 性能試驗 | 정책/제도

Function Test, Thermal Performance Test

기기 및 설비가 완성 단계에 있어서 기술 요구치

에 만족하게 모든 기능이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종합적인 기능 시험. 

☞ 성능 확인 시험(性能確認試驗)

성능 척도 | 性能尺度 | 정책/제도

Measure Of Performance

대상체계의 속도, 하중, 범위, 시간에 따른 배치, 

주파수 등 구분되는 정량적 성과 특징을 측정하

는 척도이다. 시스템 혹은 시스템 컴포넌트의 능

력 혹은 특성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측정치.(무

기체계 공통). 

☞ MOP(Measure Of Performance)

성능형 규격 | 性能形規格 | 전력지원체계

Performance Specification

정식 규격의 한 종류로서 요구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고 요구 성능, 

환경조건, 연동성, 호환성 등을 명시한 규격을 

말한다.

성능형 규격서 | 性能形規格書 | 정책/제도

Performance Type Specification

1. 필요 조건을 장비의 출력, 기능 또는 운용의 

형식으로 나타내며 설계, 제조 방법, 형성 또는 

사소한 내부 작업은 제조업자의 재량에 일임하는 

규격서로서 반드시 필요 조건을 최적 성능보다도 

최저 합격 가능성의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2. 기능형 규격서라고도 하며, 이는 필요조건을 

한 품목이나 장비의 출력, 기능 또는 운용의 형

식으로 나타내야 하며, 설계, 제조 방법, 형성 또

는 사소한 내부 작업은 제조업자에 일임해야 한

다. 설계나 형성방법을 제조업자의 재량에 일임

함으로써 반드시 필요조건을 최적성능보다는 최

저 합격가능성의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성장률 | 成長率 | 행정공통

Rate of Growth

누적 평균고장간시간(MTBF) 곡선의 평균 기울

기이다. 시험- 재설계-재시험 과정에 기울인 기

술적 노력 및 시험의 결과로, 개발 및 생산중에 

기대한 시스템의 신뢰도 개선의 정도를 나타냄.

성취 가용도 | 成就可用度 | 사업/계약관리

Achieved Availability

1. 고유가용도에 비계획 정비시간을 추가로 고려

한 것으로 체계 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비

가동시간(행정 및 군수지연시간)을 제외한 값이

며, 이상적인 지원 환경(공구,시설,준비상태)과 

규정된 조건 하에서 사용될 때 체계나 장비가 임

의의 시점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이다. 체

계개발이 활발히 수행되는 시제개발 단계로부터 

최초운영능력 확인단계까지 적용되는 설계 관련 

가용도이다.

2. 이상적인 자연 환경에서 규정된 조건대로 사

용하는 경우 시스템이 임의의 시간에서 만족스

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성취 가용도는 예방 

조치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

유 가용도와 다르며, 달성가용도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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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층권 통신 시스템 | 成層圈通信system | 

무기체계

High Altitude Platform System

고도 약 20-30km 상공의 성층권에 무선 응용 

탑재체를 싣고 있는 비행선을 체공시켜 통신, 방

송, 원격탐사, 원격 감시, 전파 감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시스템. 위성의 시간 지연과 증대된 단말

기 크기, 이동 통신 기지국의 좁은 커버리지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시스템이다.

세계 전파통신 회의(WRC) 

| 世界電波通信會議(WRC) | 정책/제도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조직을 전면 개편한 

1992년 제네바 헌장 및 협약에 따라 신설된 의사 

결정 기관의 하나로, 전파 규칙(RR)을 개정할 권

한을 갖는 회의. 종전의 세계 무선 통신 주관청 

회의(WARC)의 권한과 기능을 계승한 것이다. 

종전에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었으나 신헌장 제정 

후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이 회의는 RR

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개정을 포함하여 전파 통

신에 관한 세계적 문제를 다룬다. ITU의 전파 통

신 부문에서 주관하는 전파 통신 총회에 부여하

는 연구 과제, 신설된 전파 관리 위원회와 전파 

통신국에 대한 지시 사항, ITU 사무국 및 기타 

상설 기관에 대한 지시 사항 또는 요청 등이 의

제에 포함된다.

세금 | 稅金 | 사업/계약관리

Tax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정수입을 충당

할 목적으로 법에 근거하여 국민으로부터 징수하

는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세금 계산서 | 稅金計算書 | 사업/계약관리

Tax Invoice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

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

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

기(供給時期)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법정사항

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세금계산서

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협의의 세

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

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

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

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

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협의의 세금계

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

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

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과 공과 | 稅金과 公課 | 사업/계약관리

Tax and Public Dues

공장이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

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세부 기준 | 細部 基準 | 사업/계약관리

Standard in detail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

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 구

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말한다.

세부 설계 | 細部設計 | 무기체계

Detail Design

무기체계설계의 3단계 중 세 번째 세부 사항 설

계 단계로서, 예를 들면 항공기 설계의 경우 항

공기의 구조 설계와 장비 설계가 수행되며 구조

물 각 부위의 치수, 재질, 제작 방법 등이 완성

되는 단계임. 또한 기계장치(Mechanism), 체결 

부위(Joint) 및 피팅(Fitting) 등의 설계 도면, 

제작 도면이 완성되며 전기 계통, 유압 계통 및 

조각 계통의 배치와 장착 방법이 결정됨(상세 설

계라고도 함).

세입 세출 | 歲入歲出 | 사업/계약관리

Revenue & Expenditure

국가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를 지출하

고, 재원이 될 수입을 얻어내야 한다. 이 수입과 

지출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세입·세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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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세출 예산

고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입은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의 수납을 의미하며, 

세출은 제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현금의 지급

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금·공탁금의 수입·지

출 및 한 회계 연도 내에 상환되는 일시 차입금

의 수입이나 지출 등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키

는 것이 아니므로 세입·세출은 아니며,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처리된다. 국가 세입의 주원천

은 조세 수입이고, 그 밖에 공채(公債)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 수입, 정부 기업 수입 등이 

있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재화 및 용

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 자산의 

취득, 공채 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

세입 세출 예산 | 歲入歲出豫算 | 사업/계약관리

Annual Revenue-Expenditure Budget

1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로서 

예산의 본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세입, 

세출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

을 세입원으로 하고, 1 회계 연도에 있어서 일체

의 지출을 세출예산으로 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중앙 관서의 조직별로 구분 편성하되, 다시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에 따라 관(款), 항(項)으

로 구분하여야 하고, 세출 예산은 그 내용을 기

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章), 관(款), 항(項)으

로 구분해야 함. 이러한 세입, 세출 예산은 예산 

총칙, 계속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와 더불어 예

산의 본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 世宗大王級驅逐艦 |

무기체계

Sejong the Great class destroyers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이다. 한

국형 구축함 사업(KDX : Korea Destroyer 

Experimental) 중 마지막으로 2007년 5월 25

일 1번함인 DDH-991 세종대왕함이 진수되었고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였다. 2번함은 DDH-

992 율곡이이함으로 2010년 9월 진수, 2011년 6

월 실전 투입되었다. 3번함은 DDH-993 서애류

성룡함으로 2011년 3월 진수하였다.

세출 예산 결산 | 歲出豫算決算 | 사업/계약관리

Expenditure Budget Final Account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

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의 결산은 예

산관리 업무의 적법성, 내부통제의 적합성, 사업

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결산 과정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 정리 및 보고, 중앙예산기

관의 결산서 작성 및 보고, 감사원의 결산 확인,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국회의 결산심

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관 부서 | 所管部署 | 정책/제도

Jurisdiction Department

제기부서로부터 제기된 연구과제를 종합·검토

하고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청 본부의 국·관·운

영지원과, 소속기관의 주무부서(계획운영부, 계

획지원부), KHP사업단의 주무부서(KUH사업팀) 

등을 말한다.

소관 부서의 장 | 所管部署의 長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장을 말한다.

소급성 | 遡及性 | 사업/계약관리

Traceability

연구개발, 산업생산, 시험검사 현장 등에서 측정

한 결과가 명시된 불확정 정도의 범위 내에서 국

가측정표준 또는 국제측정표준과 일치되도록 연

속적으로 비교하고 교정하는 체계를 말하며, 군

의 정밀측정 장비 교정은 측정표준의 소급에 따

라 자대, 군2급 정밀측정시험소, 군1급 정밀측정

시험소,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에서 계층별로 수

행한다.

소급일자 선하증권 | 溯及日字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Back Date BL

신용장의 최종 선적일의 규정 등의 제약으로 선

하 증권 발행일을 적재 완료 이전의 일자로 발행

받은 선하 증권을 말한다.

소기업 | 小企業 | 사업/계약관리

Small Company



283

ㅅ

소모성 품목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주된 업종

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소나 | 무기체계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소나란 음파에 의해 수중목표의 방위 및 거리를 

알아내는 장비를 의미하며 음향탐지장비 혹은 음

탐기로도 불리운다. 공기중에서는 음파보다 전자

파(Electromagnetic Wave)가 보다 빠르고 멀

리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공중, 지상 

및 해상의 물표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이 레이더

(RADAR)이며 이에 대응되는 수중용 장비가 바

로 소나이다.

소모 보충 소요 | 消耗補充所要 | 행정공통

소요의 형태별 분류에 의한 것으로, 소모보충소

요는 최초 불출된 장비를 인가량 만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요와 사용 부대에 의하여 소모 또는 

소비된 보급품과 망실품, 그리고 적의 활동에 의

하여 파괴된 보급품을 보충하기 위한 소요이다. 

보충 소요, 운영 소요라고 하기도 한다.

소모성 보급품 및 물자 

| 消耗性 補給品 및 物資 | 사업/계약관리

Expendable Supplies and Material

탄약, 페인트, 연료, 청소 및 보존물자, 수술붕대, 

약품 등과 같은 보급품과 수리부속, Consumable 

supplies and material라고 불리기도 함

소모성 부호 | 消耗性符號 | 행정공통

Expendability, Recoverability, Repairability Code

물품의 소모성, 복구성 및 수리성을 나타내는 부

호를 말한다.

1. 소모성 수리부호 분류표

(1) XD1: 소모성 부호(C), 소모성, 수리성, 폐품

처리기준(창급), 수리순환품목, 고가품으로 일련

번호별 통제 및 보고품목

(2) XD2: 소모성 부호(T), 소모성, 수리성, 폐품

처리기준(창급), 수리순환품목, XD1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3) XD3: 소모성 부호(L), 소모성, 수리성, 폐품

처리기준(창급), 수리순환품목, 단가 100$ 이상

(4) XF3: 소모성 부호(P), 소모성, 수리성, 폐품

처리기준(기지급), 소모성품목, 단가 100$ 미만

(5) XB3: 소모성 부호(N), 소모성, 폐품처리기준

(사용자), 소모성품목, 비수리성

(6) ND2: 소모성 부호(S), 수리성, 폐품처리기준

(창급), 장비류

(7) NF2: 소모성 부호(U), 수리성, 폐품처리기준

(기지급), 장비류

2. 세부설명

(1) 첫째자리: X(Expendability) 소모성 품목, 

N(Non expendability) 비소모성 품목

(2) 둘째자리: D(Depot) 창에서 수리가능 한 품

목, F(Field) 야전정비급에서 수리가능 한 품목, 

B(Base) 부대사용 중 마모되는 품목. 수리 불필요

(3) 셋째자리: ①창수리 품목. 완전 마모 시까지 

통제가 요구되는 품목, ② 소모성, 비소모성에 

모두 적용, 창수리나 야전정비급 수리품목, ③ 

소모성 품목에만 적용

소모성 품목 | 消耗性品目 | 전력지원체계

Consumable Item

1회 사용으로 소모되는 품목을 말한다. 1회 사용

으로 물리적, 화학적 소모가 발생한 것인지 아닌

지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실제에 있어서는 많

기 때문에 이는 군수사의 보급방침으로 결정한

다. 즉 소모성 품목은 재산의 소모삭제 권한을 

편성부대장에게 주고, 비소모성 품목은 상태에 

관계없이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모

성 품목은 다시 소모품과 수리부속품으로 구분한

다. 소모성 품목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군원품: 미 육군성 교범에 의거하여 분류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은 표준단가 10$ 이하 

품목을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국고 조달품에 대한 소모품: 군수사령관이 분

류하며, 보급회보(10$ 상당) 및 교범으로 발간하

여 배포한다.

•당연 소모품: 상기 두 가지 경우 이외도 당연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 있다. 예를 들면 유

류, 초자류(유리), 지류(紙類), 페인트, 연료,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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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율

연용 테이프, 납, 가스, 식료품, 수입 및 보존재

료, 연구발전, 생산, 시험, 실험 등의 목적으로 

소요되는 품목 중 표준단가 이하의 국고 조달품 

및 군원 공여품 등이 당연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예이다.

소모율 | 消耗率 | 전력지원체계

Consumption Rate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모 혹은 소비된 품목의 평

균량이며, 소모 및 보충률은 보충소요량의 산정

지침으로 사용되며, 전·평시로 구분하여 작성 

보급회보에 수록 발간한다. 소모율은 소모품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소모품비 | 消耗品費 | 사업/계약관리

Supplies Expense

사무용용지, 문방구, 소모공구, 기구비품, 양식 

기타 사무용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소부대 전투 무선망 체계 

| 小部隊戰鬪無線網體系 | 무기체계

Small Unit Combat Net Radio

대대급 혹은 중대급 이하의 지휘 통제를 위한 통

신망. 음성 지휘망과 자동화된 데이터링크 망을 

동시에 제공하며 휴대용 무선 단말기와 망관리/

계획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소분배 계통 | 小分配系統 | 행정공통

Retail Sale Level

대분배 계통에 이어지는 군조직 내부의 보급 계

통, 즉 군수사(창)로부터 보급품 사용자에 이르

기까지의 보급 계통을 말한다.

소상공인 | 小商工人 | 사업/계약관리

Small Business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

업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을 주된 업종

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2. 제 1호 외의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

소송 제기 | 訴訟提起 | 행정공통

Filing of a Lawsuit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원고이고, 소송을 당하

는 사람은 피고이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이름

을 차례대로 명기하여 이를테면 ‘존스 대 밀러 사

건’ 등으로 표기한다. 원고 측 변호사가 수수료

를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는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자기가 입은 피해, 그리고 판사가 

판결해주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을 제

출한다.

소수리 | 小修理 | 행정공통

Minor Repair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분해를 하지 않고서도 원상

태로 신속히 복구시킬 수 있는 수리로서, 소수리

는 수 개의 공구와 극소수의 장비로써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정비창에 수송할 필요가 없는 수리

를 말하며 수리 능력 부호 “B”이다.

소스 코드 | Source code | 사업/계약관리

Source Code

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

어로 나타낸 설계도다. 완성된 소스코드를 컴퓨

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언어로 변환하면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형성된다. 이 소스코드는 

해당 제품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기업의 개발 기밀

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장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소액 과제 연구 | 少額 課題硏究 | 정책/제도

용역비 또는 자체연구 사업비용이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하이거나 연구(용역)기간이 3개월 

이내인 연구업무를 말한다.

소액 전도 자금 | 少額 前渡資金 | 행정공통

각 부서의 일상적인 소액경비지출을 위하여 특정

한 목적의 제한이 없이 전도한 자금을 말한다.

소요 | 所要 | 정책/제도

Requirement

통상적인 개념은 요구조건 또는 필요한 것을 말

하며, 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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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제기

1. 광의의 소요란 승인된 군사목표, 임무 또는 책

임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적절한 자원배분을 합법화하는 확실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획이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용한다. 즉,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실천

하기 위하여 군사조직을 편성하며, 편성된 조직

체에 임무가 부여된다.

2. 협의의 소요란 어떤 부대가 일정기간 또는 시

기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

된 품목의 총 수량을 뜻한다.

3. 통상적으로 소요란 특정시기 또는 특정기간에 

있어 인원, 장비, 보급, 자원, 시설 또는 근무지

원이 특정량 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계

획을 말한다.

소요 검토 | 所要檢討 | 정책/제도

Requirements Review

소요군에서 요청하는 소요요청(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소요결정 등을 위한 관련 위원

회에 참여하여 획득환경을 고려한 의견 제시/반

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소요 결정 | 所要決定 | 정책/제도

Requirement Decision

소요 결정 기관이 각 군·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제기한 신규 소요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는 과

정을 말하며 소요 결정 결과는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JSOP), 국방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타 전력지원 체계 획득 계획서에 수록된다.

소요 계획 | 所要計劃 | 정책/제도

Requirement Plan

요망하는 병력 및 자원에 기초를 둔 예산 및 동

원 계획에 의거한 일종의 계획이며, 이는 장래의 

목표와 할 일을 계획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우발 사건에 대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극히 중요한 계획임.

소요 공수 | 所要工數 | 사업/계약관리

Duration Decision

기초공수에 작업환경에 따른 보정요소를 적용한 

공수를 말한다.

소요 관리 | 所要管理 | 정책/제도

Requirement Management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소요를 정확

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요 기준의 설정, 수요 예

측, 소요 산정, 보급 수준의 유지 및 소요 판단, 

소요 제원 관리 등 소요 관련 업무를 계획 및 시

행 평가하여 조정, 통제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소요 단량 | 所要單量 | 정책/제도

규격(도면)에 명시된 제품의 실질적 중량 및 크

기를 말한다.

소요 보급률 | 所要普及率 | 정책/제도

Required Supply Rate

특정 부대가 지정된 기간 동안 아무런 제한을 받

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탄약 혹은 품목의 양이다. 발사되는 탄약 소요에 

대해서는 일일 무기당 소비될 탄약 발수로서 표

시하고 다량으로 할당되는 품목이나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매일 소요될 양을 다른 측정량으로서 

표시한다. ☞ RSR(Required Supply Rate)

소요 요청 | 所要要請 | 정책/제도

Take Request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또는 시

기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군수품에 대하여 충족되

어야 할 조건 등을 포함하여 소요제기기관에 요

청하는 것을 말한다.

소요 요청 기관 | 所要要請機關 | 정책/제도

Requirement Request Agency

국방부본부,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

술품질원 포함),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부직

할기관(국방정보본부, 국통사, 기무사, 의무사, 

심리전달 등)

소요 제기 | 所要提起 | 정책/제도

Requirement Institution

소요요청기관에서 요청한 소요에 대하여 분석, 

검증 등 기획관리체계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심

의·조정한 소요를 기획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

출 및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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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제기서

소요 제기서 | 所要提起書 | 정책/제도

Requirement Institution Document

정보화추진 대상업무에 대한 정보화사업 또는 기

존응용체계의 개발, 개선, 발전 등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소요 판단 | 所要判斷 | 행정공통

Requirement Adjudication

어떤 유형과 성능의 무기체계를 언제, 어떻게, 얼

마나 많이 획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소요군 | 所要軍 | 사업/계약관리

Requirement Military

기획 및 계획 과정에서 어떤 부대가 일정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전력명, 필

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소요량 등)를 제기

하는 부대 및 기관이며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 등

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의미함.

소요군 요구사항 | 所要軍要求事項 | 정책/제도

Requirement Military Requirements

무기체계 획득 결과물에 대한 소요군의 기대 및 

요구를 명시한 요구사항이다.

소요군과 수요군의 차이 | 所要軍/需要軍 | 

정책/제도

Requirement Military/Demanding Forces

1. 소요군(所要軍)

(1) 기획/계획 과정에서 어떤 부대가 일정시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전력명, 필요

성, 운용개념 등)를 제기하는 기관

(2) 임무수행을 위해 무기 등을 요구하는 대상자

를 의미

2. 수요군(需要軍)

(1) 국방부의 중앙조달기관인 군수본부에 조달요

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의하여 조달된 장비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각군(육·해·공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과 각군 군수사를 지칭하는 용어

(2) 통상 조달기관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

(3)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중앙관서의 공통물자

에 대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는 수요부서

라는 용어로 사용

(4) 무기 등을 사용할 대상자

소요량 | 所要量 | 정책/제도

Requirement

광의의 소요량이란 사업 계획 또는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물자, 용역 때로는 자

금 등의 필요량을 말하며, 협의로는 원가 회계 

상의 소비량의 개념으로서, 예를 들면 재료의 소

요량은 일정 제품의 단위당 제조에 소요되는 소

비량을 의미한다.

소요의 구분 | 所要--區分 | 정책/제도

Division Of Take

소요는 상황별, 성격별, 형태별, 용도별, 대상별

로 구분할 수 있다. 상황별로는 전시 소요와 평

시 소요, 성격별로는 투자비 소요와 경상 운영비 

소요로 구분한다. 형태별로는 인가 소요, (소모)

보충 소요, 보급수 준 소요로 구분한다. 용도별

로는 예산 편성 소요, 조달 계획 소요, 자금 배정 

소요, 청구 소요로 구분한다. 대상별로는 부대당 

소요, 장비당 소요, 병력당 소요, 품목당 소요로 

구분한다.

1. 기획소요

군사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전력구조별, 전

장기능별 순수 요망소요로서 전시동원, 부대확장 

등 각종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준

2. 증강목표

가용재원, 상비전력 운영수준, 작전운영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계

획 수립의 기준

3. 목표소요

소요전력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중기 대상기간 중

에 반영한 군사력 건설소요

소음 침투 | 騷音浸透 | 행정공통

Nuisance Intrusion

전자전 요원이 적 통신 요원을 방해하기 위해 같

은 군 가입자인 것처럼 위장해서 적 통신에 개입

하는 모방 통신 기만(ICD) 방법.

소자 | 消磁 | 전력지원체계

Degaussing, Heat Cell

함정 자장을 감소시켜 자기 기뢰나 자기 어뢰로

부터 함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정 주위에 전기

가 통하는 코일을 돌려 감아서 함정 자체의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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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을 감소시키는 것.

소프트웨어 | Software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

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

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

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하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단위 소프트웨어(CSU :  Computer 

Software Unit)”란 소프트웨어 구성품(CSC) 

설계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구성요소로서 분리되

어 시험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소프트웨어를 말

한다.

2. “소프트웨어 구성품(CSC : Computer 

Software Component)”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형

상항목(CSCI)의 구성요소로서 단위 소프트웨어

(CSU)로 세분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형상항목(CSCI : 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이라 함은 최종 

사용 기능을 만족하고, 획득기관이 형상관리를 

하기 위해 분리한 소프트웨어 집합체로서 기능, 

크기, (군수)지원 개념, 재사용 계획, 중요도, 상

호운용성, 별도 통제 및 문서화 필요성 등의 요

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프트웨어 구성품 | software構成品 | 

사업/계약관리

Computer Software Component

소프트웨어 형상 품목의 구성 요소로서 별도로 

구별되는 일부분을 말하며, 다른 소프트웨어 구

성품과 소프트웨어 단위로 세분될 수 있다. 소프

트웨어 단위란 소프트웨어 구성품 설계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구성 요소로서 분리되어 시험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 CSC(Computer Software Component)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 software 技術資料 | 

정책/제도

Software Technical Data

형상통제대상인 10종의 소프트웨어 문서와 소프

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

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파일 (원시화일, 각종 라

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포함

한다.

소프트웨어 동적시험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Dynamic Test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하

면서 시험하는 것으로 본 절차서에서는 코드 실

행률(Code Coverage)를 확인하는 시험을 의미

한다.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 software無線技術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Defined Radio

주파수 범위나 변조 방식, 무선 출력 등 주요 무

선 특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무

선 송수신 장치.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과 고성

능 소자를 이용하여 하드웨어 수정 없이 모듈화

된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하나의 송수신 시스템

이 다수의 무선 통신 규격을 통합, 수용하는 무

선 접속 기반 기술이다. 

☞ SDR(Software Defined Radio)

소프트웨어 사업비 | software 事業費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Business Expense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시스

템 운용환경 구축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정보

전략계획수립비 등을 말한다

소프트웨어 산출물 | Software 産出物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a Product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생성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개발 중 작성된 소프트

웨어 기술문서, 개발된 컴퓨터 파일(소스코드, 

목적파일, 실행파일, 데이터베이스 등) 등이 포

함된다.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 Software 信賴性試驗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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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도구

소프트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에 대한 확인으로 소프트웨어가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결함을 식별하는 시험을 말하며 형태에 

따라 정적시험 및 동적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도구 

| Software 信賴性試驗 道具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Reliability Test Tool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신뢰성을 시험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써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및 

자체 개발한 도구를 포함한다.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Static Test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중 소프트웨어를 실행하

지 않은 상태에서 결함을 검출하는 시험을 말하

며, 본 절차서에서는 코딩규칙 검증과 실행시간

오류(Runtime Error) 검출 시험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 | software形象項目 | 

사업/계약관리

Software Configuration Items

최종 사용 기능을 만족하고, 획득기관이 형상관

리를 하기 위해 분리한 소프트웨어 집합체로서 기

능, 크기, (군수)지원 개념, 재사용 계획, 중요도, 

상호운용성, 별도 통제 및 문서화 필요성 등의 요

소를 고려하여 선정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소해함 | 掃海艦 | 무기체계

Mine Sweeping Ship

평시 주요 항만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

하고, 전시 폐쇄된 항구의 돌파소해, 주요항만의 

개항, 상륙전시 일선에서 소해임무 수행 및 해상

교통로에 대한 소해를 주 임무로 한다. 한국 해

군은 창군기부터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소해정

(JMS), 미 해군 연안소해정(AMS) 등을 도입하

여 사용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에서 

건조한 MSC를 인수하여 주력 소해함으로 사용

하였다.

1980년대초 해군은 북한의 기뢰전 위협과 기뢰

의 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기뢰탐색함(MHC)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부산 소재 강남조선

소에서 한국형 기뢰탐색함을 건조하기 시작하여, 

1번함인 강경함(561)이 1986년 12월 취역하게 되

었다. 미국에서 인수한 소해함(MSC)이 나무선체

임에 비해, MHC는 FRP 선체로 되어 있고,다양

한 기뢰에 대응 가능한 음탐기와 무인기뢰처리기

(MDV)를 장착하고 있다.

속도 관리 | 速度管理 | 행정공통

Velocity Management

미 육군의 군수 프로세스(주문, 포장, 선적, 수

리, 재고관리, 재무관리 등)를 개혁하기 위한 군

수 혁신 프로그램이다. 속도 관리는 미 육군에서 

1995년 초반부터 몇몇 부대에서 시험적인 속도 

관리를 실시하였으나 지금은 미 육군에 광범위하

게 실시하고 있다. 속도 관리는 군수품의 청구에

서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의 속도를 단축하며 비

용을 절감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군수 프로세스를 간소화(Streamlining)하고 리

엔지니어링하는 개념이다. 

☞ VM(Velocity Management)

속성 | 屬性 | 정책/제도

Attribute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실체(Entity)

에 대한 서술적 정보.

속성 부호 | 屬性符號 | 사업/계약관리

Generic Code

구체적인 예산활동/프로젝트 회계분류에 따라 

제공될 물자 또는 용역의 형태를 나타내는 군용

물자 및 용역목록에서 확인하기 위한 3자리 부

호. 군수지원비(LSC)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됨

손망실 | 損亡失 | 행정공통

Loss & Damage

외형의 손괴, 변질 등으로 물질의 가치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서 본래의 용도 상실에 의한 손해

와 정당한 법률상의 원인 값이 수량의 감소 또는 

물체가 멸실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자연 감모는 

제외한다.

손망실 보고서 | 損亡失報告書 | 행정공통

Loss & Damag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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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계산서

보급품의 손실,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회계직 

공무원이 작성하는 변상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근거 문서이며, 이것은 보급에 있어서 재산의 감

소 계정 근거 문서이다.

손상 | 損傷 | 전력지원체계

Damage

파괴 등의 충격으로 부품이 완전하게 기능을 발

휘할 수 없게 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 시스템

의 부품 (예: 하드웨어, 분배 시스템, 매질, 소프

트웨어)을 파괴하거나 쓸모 없게 하기 위한 공격

을 비롯하여,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인 물리적, 

전기적, 환경적 수단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

다. 손상을 받게 되면 서비스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손상 유형 | 損傷類型 | 사업/계약관리

Damage Type

각 하부체계, 구성품, 부분품의 분석을 통해 규

정된 위협에 기인하여 발생된 모든 손상의 형태

를 말한다. 개별 품목의 손상유형들은 이미 언급

된 임무소요, 규정된 위협과 체계기술 사항에 근

거를 둔다. 가능한 손상유형들의 영향은 품목의 

고장뿐만 아니라 全품목의 고장과 같은 성능저하

도 포함된다.

손상 허용 분석 | 損傷許容分析 | 행정공통

Damage Tolerance Analysis

어떠한 구조물도 최초에 생산되었을 때부터 일

정량의 초기 균열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결함은 

사용 중에 계속 증가하여 임계 균열 길이까지 성

장한 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 균열

이 존재하더라도 비행 안전에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초기 균열 길이→임계 균열 길이)

까지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구조물의 피로 취약부

위 균열 성장을 해석 및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초기 및 반복 검사 시기를 결정한다.

☞ DTA(Damage Tolerance Analysis)

손실 | 損失 | 정책/제도

Loss

1. 규격(도면)부품을 가공하기 위하여 공학적으로 

소요되는 손실로서 크기 및 중량 개념으로 정의

한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원재료가 완성

품이 될 때까지 증발 또는 설물로 발생된 것으로 

제품 1단위당 투입량과 제품순량의 차를 말한다.

2. 적의 행동에 의한 인원이나 물자의 손실로서 

부대의 효율성이 감소되는 것이다. 일상 소모품

을 제외한 물자 및 인원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

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이다.

손실율 | 損失率 | 정책/제도

Loss Rate

제품단위당 투입 원재료의 중량에서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의 차감량을 실제 생산된 

제품단위당 원재료 중량으로 나눈 비율

손원일급 잠수함 | 孫元一級潛水艦 | 무기체계

Sohn Won-il class submarines

손원일급 잠수함I(KSS-II)은 대한민국의 두 번

째 잠수함 도입 사업으로, 동북아 최초의 공기불

요장치(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를 

장착한 잠수함으로 2000년 3척의 건조를 해군과 

현대중공업이 계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고, 2018년까지 총 9척의 214급 잠수함을 도입

하게 된다(손원일함 포함).

손익 계산서 | 損益計算書 | 사업/계약관리

Balance Sheet, Income Statememt

기업 활동의 일정한 영업 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

과 비용을 대응시켜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표

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미래의 순이익 

흐름 예측, 경영 계획 및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며, 또한 경영 분석

의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경영력 및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일정 기간 회사가 생산한 제품이나 다른 업체

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였으며, 생

산을 위해 사용된 원가나 상품의 구입 원가가 얼

마이고, 판매 및 관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은 얼마이며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돈을 썼는지 

등과 같은 기업의 경영 성적을 나타낸다. 손익 

계산서는 매출액, 매출 원가, 영업 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 순이익으로 구성된다.



290

손익 분기점

손익 분기점 | 損益分岐點 | 사업/계약관리

Break Even Point

한 기간의 매출액이 당해 기간의 총비용과 일치

하는 점, 매출액이 그 이하로 감소하면 손실이 

나며, 그 이상으로 증대하면 이익을 가져오는 기

점을 가리킨다.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보통 비

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하여 매출액과의 관

계를 검토한다. 매출액은 매출수량과 매출단가

의 관계로 대치되므로 판매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이 분석방법은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또한 그들 

상호의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것에 의하여 생산계

획, 조업도정책, 제품결정 등 각 분야에 걸쳐 다

각적으로 이용된다.

손해 배상 | 損害賠償 | 사업/계약관리

Schadenersatz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

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가하여진 경제상

의 특별한 희생(공용징수)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損失補償)과 구

별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

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원료를 살 계약을 체

결하였는데도 원료를 가져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

업을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경우는 채무불이행

의 예이고, 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뛰어들어 가

구를 파괴하여 손해를 보게 한 경우는 불법행위

의 예이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

약(손해담보계약 ·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솔리드계 도료 | Solid Type 塗料 | 정책/제도

Solid Type Paint

알루미늄 분을 포함하지 않고 착색안료로만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색상이 도막 표면의 반사광만 

발하게 된다. 일반적인 적색, 청색 등 착색 안료

가 나타내는 원색이 그대로 표현 되는 도료이다.

송골매 | 무기체계

군단급 무인정찰기의 통상명칭이다.

송금 방식 | 送金方式 | 사업/계약관리

Remittance Style

수출자가 수입자를 믿고 수입자에게 직접 선하증

권(BL)을 송부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 인수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방식이 있다.

송금 은행 | 送金銀行 | 사업/계약관리

Remittance Bank

방위사업청은 국방물자, 용역 등을 국외로부터 

상업구매나 FMS로 획득하는 경우 대금의 지불

을 위해 신용장, 전신환 송금 등을 관리하는 은

행을 지정하며, FMS사업에서는 이들 은행을 송

금은행이라 한다.

송장 | 送狀 | 사업/계약관리

Invoice

매매 당사자들이 원거리에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작성, 통보하는 선적 화물의 명세서 

및 계산서이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수입 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쇼트 톤 | Short Ton | 행정공통

Short Ton

미국에서 사용하는 무게의 측정 단위로서 1쇼트 

톤은 약 907㎏에 해당함.

수급 사업자 | 受給事業者 | 사업/계약관리

Supply and Demand Business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

자를 말한다.

수급인 | 受給人 | 행정공통

Contractor

발주자로부터 시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 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 

업자를 포함함.

수납 검사 | 收納檢査 | 행정공통

Receipt Check

1. 수요지 부대에서 납품 받을 때 실시하는 검사

로 납품조서상 기재된 내용과 제품과의 일치 여

부 및 포장 결속 상태, 수량, 기타 표시 상태 등을 

확인하며 결함품 발생시 회송 및 수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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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 생산 업자로부터 계약 품목이 각 군의 보급창

에 납품되었을 때 보급창의 검수관이 검사하는 

과정.

수동 소나 | 受動소나 | 무기체계

Passive Sonar

수동 소나는 잠수함이 항해할 때 엔진이나 프로

펠러에서 내는 소음을 먼 거리에서 수신하여 표

적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 잠수함의 핵심적인 

탐지 장비이다. 잠수함이 핵심 해역이나 길목에 

저속으로 조용히 항해하면서 마치 청진기로 뱃 

속의 소리를 듣듯이 수중에서 들려 오는 모든 소

리를 듣기만 하는 소나이다. 이 수동 소나로 군

함인지 상선인지 어선인지, 추진축이 몇 개인지 

스크류 날개가 몇 개인지, 침로와 속력까지도 분

석해 낸다.

수락 | 受諾 | 사업/계약관리

Acceptance

정부 대표자에 의한 행위로써 정부는 기존 또는 

식별되는 계약 물자의 소유권을 가지는 행위. 계

약자의 본분에 대하여 계약의 부분적 혹은 완전

한 이행으로서 제공되는 특정 용역을 승인하거나 

물자에 대한 소유권을 취할 때, 정부의 계약 대

표자가 용역 및 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수락 검사 | 受諾檢査 | 전력지원체계

Acceptance Inspection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탄약이나 탄약 조성품에 대

해 정부기관에서 실시하는 합격검사로서, 탄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부 기관에서 검사 후 보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수전 관련 서류, 칫수 및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의 한 수단. 

☞ AI(Acceptance Inspection)

수락 시험 | 受諾試驗 | 행정공통

Acceptance Test

입증 시험 가운데 하나로 모든 요구 사항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

수락 케이스 | 受諾 case | 사업/계약관리

Accepted Case

유효일 종료이전에 구매국이 서명하고 초입금과 

더불어 미국방재무회계본부(DFAS :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DE/F에 

접수된 LOA를 말한다.

수량 조건 | 數量條件 | 행정공통

Terms Of Quantity

무역 거래 시 사용되는 용어로서 수량 약정 방법

은 거래 목적의 수량을 약정함에 있어서 수량의 

단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수량 표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령 | 受領 | 행정공통

Acceptance, Receipt

자금, 물자, 시설 및 용역 등을 획득하는 것으로

서 이는 보급원 또는 타 부대로부터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장비를 받아들이는 활동이다.

수령 검사 | 受領檢査 | 행정공통

Receipt Inspection

외부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

이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수령 선하증권 | 受領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Receipt a Bill of Lading

선박 회사가 하주와의 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물

을 특정 화물 인수 장소(선사의 부두 창고 또는 

부두 장치장)에서 인수하고 본선에 적재하기 전

에 발행되는 선하 증권이다.

수령 적출공간 | 受領摘出空間 | 행정공통

저장 공간의 일부로서 창고에 수입되는 보급품

을 저장 위치에 적재하기 전에 임시로 쌓아두거

나 불출 지시된 보급품을 사용 부대에 보급하기 

위하여 저장 위치로 부터 이동하여 화차 또는 트

럭에 적재하기 전에 임시로 쌓아서 대기시키는 

창고 내의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

령 적출 공간은 출입구 인접한 곳에 설정하는 것

이 통례이며, 이 공간은 운용 손실 공간에 해당

된다.

수리 | 修理 | 행정공통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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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가능품목

1. 부적합 사항 처리의 일종으로서 어떤 결함 사

항이 본래의 요건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부적합한 특

성을 복구시키는 작업.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한 

장비나 수리부속품을 검사, 교환, 조정, 용접 및 

판금, 기타 필요한 근무를 통해 사용 가능 상태

로 복귀시키는 행위.

2. 고장이나 허름한 곳을 손보아 고침을 뜻한다. 

어떤 품목에 대한 편차 및 고장의 탐지, 분해/결

합 및 고장확인, 유용한 상태로 복구하는 정비활

동, 정비조치 및 근무의 적용을 의미한다. 첫째, 

편차 및 고장의 탐지는 시험 중인 장치 내에서 

결함부품을 떼어내어 장비의 작동불량 원인을 검

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둘째, 분해/결합 및 

고장 확인은 해당 품목의 주요 구성요소까지 단

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유용한 

상태로 복구하는 정비활동은 용접, 연마, 리벳

팅, 판금, 절삭, 선반, 재포장 등의 활동이다. 넷

째, 정비조치 및 근무는 검사, 시험, 근무, 조정, 

정열, 측정, 대체 등의 활동이다.

수리 가능품목 | 修理可能品目 | 전력지원체계

Recoverable Item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재사용을 위해 회복

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품목. 일

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수리 계획법 | 數理計劃法 | 사업/계약관리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주어진 제약 조건 아래에서 주어진 함수의 값을 

최대 또는 최소로 하는 변수의 값을 구하는 방

법. 선형 계획법, 비선형 계획법, 정수 계획법 따

위를 통칭한 것이다.

수리 및 교환 | 修理 및 交換 | 사업/계약관리

Repair and Replace

보급지원협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CLSSA)) 지원 프로그램

으로 구매자가 요수리 품목을 반납하고 미측이 수

리대기 하지 않고 사용가능한 품목을 수령하는 것.

수리 및 반환 | 修理 및 返還 | 사업/계약관리

Repair and Return

구매자가 요수리 품목을 수리를 위해 반납하고 

미측은 해당 요수리품을 정비후에 반송하는 프로

그램으로 실제 수리비용이 대금청구된다.

수리 복귀시간 | 修理復歸時間 | 사업/계약관리

Repair Cycle Time

장비 고장 후 정비되어 사용 부대에 복귀될 때까

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결함 또는 고장이 발생한 

장비나 수리부속품을 검사, 교환, 조정, 용접 및 

판금, 기타 필요한 근무를 통해 사용 가능 상태

로 복귀시키고 이것이 사용 부대로 복귀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수리 수선비 | 修理修繕費 | 사업/계약관리

Repair and Repairing Expenses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

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

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

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수리 수준 분석 | 修理水準分析 | 사업/계약관리

Level-Of-Repair Analysis

1. 정비분석업무의 기초자료로서 정비활동의 비

용효과성을 평가하며 「어느 단계에서 정비를 수

행할 것인가?, 또는 폐기할 것인가?, 창정비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가?, 비용 모델을 적용하는

가?」 등 수리수준을 분석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시스템 설계를 위해 상세 정비개념과 정비기

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느 품목이 야전정비 혹

은 창정비에서 수리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고장

이 나면 폐기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정비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수

리수준 분석이다.

수리 순환 요소 | 修理循環要素 | 사업/계약관리

Repair Cycle Quantity

장비에 장착되는 복구성 품목으로서 수리 순환 

기간 동안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수리 순환 

기간 동안의 소요와 폐품 발생률에 대한 보충 소

요를 합한 것을 말한다. 

☞ RCQ(Repair Cycle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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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성 부호

수리 순환 품목 | 修理循環品目 | 사업/계약관리

Repair Cycle Asset Control Item

정비를 통해 재사용 가능한 비소모성 품목을 말

하며 기지에서 정비 부대가 요수리품을 수리하여 

사용 가능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품목으로 소모

성 부호가 C(XD1), T(XD2), L(XD3), P(XF3)

이며 기지 또는 창급 수리를 할 수 있는 품목

을 말한다. 기지 수리 순환 품목은 이동 보급소

(Supply Point)에 저장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 

보급소는 가능한 한, 정비 부서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수리 작업 공간비 | 修理作業空間費 | 

사업/계약관리

Repair Work Space Cost

특정 정비 계단의 정비 시설에 대한 수리 작업 

지역의 건평(floor space)당 비용. 단위는 천원/

㎡/월을 사용.

수리 재생율 | 修理再生率 | 사업/계약관리

Repair Survival Rate

창정비 대상 품목 중 재작업(Rework)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환원되는 비율.

수리 정비 대충 장비 | 修理整備代充裝備 | 

사업/계약관리

Repair Cycle Float

순환 정비 대충 장비 혹은 주기 대충 장비라고도 

하며, 창급에 저장하도록 인가된 주요 장비의 추

가량으로 별도의 계산 방법에 의거 계산된 대충 

장비이다. 이는 주로 순환 정비 대충 장비의 보

충 용으로 활용한다. 

☞ RCF(Repair Cycle Float)

수리 주기 | 修理週期 | 사업/계약관리

Repair Cycle Time

각 정비 단계 및 계약자의 공장에서 수리 가능 

품목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측 일수.

수리 한계 | 修理限界 | 사업/계약관리

Repairable Limit

장비 정비에 소요되는 1회 비용 또는 허용할 수 

있는 누적 비용이다. 이것은 수리 가격과 대차 

가격에 대한 예상 장비 수명을 관련시킨 경제성

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수리간 평균시간 | 修理間平均時間 | 

사업/계약관리

Mean Time To Repair

수리 가능한 장비에 대한 신뢰성 특성치로 수리

활동의 업무빈도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내고, 설

계특성 및 정비성에 영향을 준다. 수리 업무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정비활동의 총 행위 수로 나

눈 값이다. 평균수리간 시간이라고도 한다.

수리부속품 | 修理附屬品 | 정책/제도

Repair Accessory, Repair Parts

완제품을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종 자재, 즉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을 통칭하

여 수리부속품이라 한다.

1. 부분품(part) : 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볼트, 너트, 와셔, 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결합체(assembly)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부

분품(part)이 서로 연결되었거나 서로 관련되어 

뭉쳐진 품목을 말하며, 이것은 부분품으로 분해

될 수 있다. 카뷰레터, 제네레타, 증폭기, 방아틀

뭉치, 노리쇠 뭉치 등은 결합체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3. 구성품(component) : 두 개 이상의 결합체

(assembly)가 연결 또는 결합되어 한 개의 물체

로 구성된 품목으로서, 독자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조정하거나, 전원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엔진, 트랜스미션 

등은 구성품의 예에 속하는 품목이다.

수리부속품 및 특수 공구 목록 교범 

| 修理附屬品 및 特殊工具目錄敎範 | 정책/제도

기술교범규격(국방-0050-0001-2)에 따라 기

본형(P교범)과 통합형(정비 및 P교범 통합)으로 

구분되며 수리부속품목록, 특수공구목록, 국가재

고번호 및 부분품번호 색인이 포함된 교범을 말

한다.

수리성 부호 | 修理性符號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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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해당 품목의 수리여부, 처분형태 수준 및 수리등

급을 나타내는 부호

수리온 | 무기체계

Surion

한국형 헬기사업(KHP)에 따라 개발된 첫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통상 명칭으로서 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 8월 시제 1호기가 출고

되었고, 2010년 3월 초도비행에 성공하였다. 수

리온은 ‘독수리’의 ‘수리’와 우리말로 ‘일백(100)’

을 뜻하는 ‘온’을 조합한 조어(造語)로서 독수리

의 용맹함과 기동성 그리고 국산화 100%와 완

벽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명칭은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국민 공모를 통하여 2009년 7월 6206건의 응모

작 가운데 선정된 것이다.

수리율 | 修理率 | 행정공통

Repair Rate

수리 작업을 행하고 있는 품목이 계속되는 단위 

시간 내에 수리를 종료 할 비율. 일반적으로 수

리율은 순간 수리율과 평균 수리율을 사용함. 순

간 수리율은 수리율 함수로 표시되고 평균 수리

율은 다음의 식으로 구함 * 평균 수리율 = 수리

를 행한 횟수/수리 시간의 합계.

수막 현상 | 水膜現象 | 무기체계

Hydroplaning

물이 덮여 있는 활주로 위를 고속으로 착륙할 때 

활주로 상의 얇은 수막과 항공기 속도가 조화되

어 타이어가 활주로 표면위로 떠서 미끄러지면

서 이동하는 현상. 제동 거리가 길어지며 미끄러

지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에서는 

Anti-Skid 장치를, 차량에서는 ABS를 이용한다.

수명 연장 계획 | 壽命延長計劃 | 무기체계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

주요 기골부분의 하중상태 및 피로도를 일련의 

절차를 통해 분석하여 사전에 주요 기골을 보강, 

개조함으로써 장비의 수명연장을 도모하는 계획

을 말한다. 항공기 설계당시 사용수명이 4,000

시간으로 되어 있던 F-5A/B 항공기의 수명주기

가 도달함에 따라 항공기 주요 기골 11개 부분의 

검사와 기골 보강작업을 통하여 6,000시간으로 

사용수명을 연장시킨 계획으로 현재는 국제기술

협력기구(TCG)에서 6,000시간 이후의 수명관리

를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다.

☞ SLEP(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

수명주기 | 壽命週期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Life History Strategy

최초로 개발된 순간부터 처분될 때까지 총 단계

를 말한다.

1. 무기체계, 장비 등의 개발, 획득, 운영유지, 

도태까지의 소요되는 기간.

2. 대상무기, 장비의 요구 혹은 필요성의 인정으

로부터 폐기처리까지의 기간.

수명주기 관리 | 壽命週期管理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Management

하나의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획득하여 운용하다가 도태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 LCM(Life Cycle Management)

수명주기 관리체계 | 壽命週期管理體系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하나의 장비에 대해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책임

을 PM에게 부여하여 개발, 획득, 운영, 폐기까

지의 책임을 일원화 하는 체계.

수명주기 비용 | 壽命週期費用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

하나의 장비를 개발, 획득하여 운영유지하고 도

태 시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여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투자비, 운영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1. 연구개발비는 당해 장비의 생산을 위하여 직

접 필요한 국내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연구비, 

기술개발 용역비, 시제품개발비, 시험평가 및 최

초 운영능력 확인 시까지의 모든 비용이 포함

된다. 연구개발비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

한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

리 준칙”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 투자비는 군

의 전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신 장비를 도입할 때 

소요되는 장비 도입비·장비생산비·시설비·

탄약,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등 초기단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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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관리 

수지원비 등이 포함되는 비용으로서 폐기 및 폐

품장비 교체비용, 새로 보급된 장비의 현대화 및 

개선비용, 경영개선하기 위한 비용 산정계획, 새

장비의 도입이나 성능향상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비용 등도 포함한다.

3. 운영유지비는 장비가 야전배치 되어 도태될 

때까지 수명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투자비에 속하

지 않는 기타비용 또는 국방지출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수리부속·탄약·연료비, 

시설보수비, 정비비, 투자비가 없는 훈련·기타 

서비스·프로그램 관리와 경영과 관련된 경영비

용 등도 포함한다.

수명주기 비용 계산법 | 壽命週期費用計算法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ing Method

하나의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획득

하여 운용하다가 도태할 때까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 LCCM(Life Cycle Costing Method)

수명주기 비용분석 | 壽命週期費用分析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 Analysis

하나의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획득

하여 운용하다가 도태할 때까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수명주기 비용에

는 연구개발 또는 구매 비용을 포함한 획득 비

용, 운영유지 비용, 폐기 비용 등 수명주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LCCA(Life Cycle Cost Analysis)

수명주기 원가 | 壽命週期原價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

유효수명에 걸친 정부의 시스템 획득 및 소유에 

대한 총 원가. 이는 개발, 획득, 지원, 처분에 대

한 원가를 포함한다.

수명주기비 추정 | 壽命週期費用推定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 Estimate

하나의 장비를 연구개발 또는 구매를 통해 획득

하여 운용하다가 도태할 때까지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 LCCE(Life Cycle Cost Estimate)

수명평가 | 壽命評價 | 사업/계약관리

Life Assessment

수명평가는 수명을 미리 예측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사용한 후에 남은 수명을 예측하는 잔여 수

명평가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수명을 평

가하는 수명예측이 있다.

수상함 | 水上艦 | 무기체계

Surface Ship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는 함정 중 해상에서 운용

하는 함정을 지칭하며, 크기나 용도에 따라 구분

된다. 「국방 전력발전업무 훈령」에서는 수상함을 

전투함, 기뢰전함, 상륙함, 지원함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수성 도료 | 水性塗料 | 전력지원체계

Water Paint

도료를 칠하기 쉽게 하는 데 쓰는 희석용제로 물

을 사용하는 도료를 총칭하여 수성 도료라고 한

다. 보통 안료와 카세인(Casein) 같은 수용성 호

재(糊材)의 수용액을 혼합한 도료를 일컫는다.

수송 계획 | 輸送計劃 | 사업/계약관리

Transportation Planning

어느 특정의 수송기관이 인(사람)·물(物)의 수

송수요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송 관리 | 輸送管理 | 사업/계약관리

Transportation Management

군사 수송 소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 수송 지

원, 인원, 물자, 시설 등의 사용을 계획, 편성, 지

시, 조정 및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지

며, 다음 2가지 측면에서의 관리를 포함한다. 먼

저 이동 관리는 육로 조정 기능을 포함한 지휘관

의 이동 소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용

한 수송 자원의 할당과 사용을 계획, 조정, 통제 

및 감독하는 것이다. 운용 관리는 인원, 물자 및 

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최대의 수송 능력

을 제공하기 위한 수송 부대, 수송 시설, 발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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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대행기관

수령 부대의 지휘관이 수행하는 지휘 기능이다.

수송 대행기관 | 輸送代行機關 | 행정공통

Freight Forwarder

운송 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

인처럼 운송 주체자로서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

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

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FF와 제휴로 전 운송 구간에 걸

쳐 일괄 운송 책임 부담을 진다. 또한 통관 서류, 

원산지 증명서(CO), 보험 증권 작성이나 하주

의 작성 지원이나 하주에게 전문적 조언(운송 수

단, 경로, 화물 포장, 목적국 운송 관련 법규) 운

송 수배, 화물의 이동 상태 점검, 통관 대행, 포

장 및 창고 보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운송 주

선인이라고도 한다. ☞ FF(Freight Forwarder)

수송 대행업체 수송 요구 지점 등에 수송 완료 

| 輸送代行業體 輸送 要求地点 등에 輸送 完了 |

사업업/계약관리

미 우체국이나 대행업체를 이용, 수탁자에게 물

자의 인도를 완료하는 것이다. 인도는 미 우체국

에서 완성된 선적서류 또는 인도명세서로 증빙이 

된다. 생산지, 시험소 또는 저장소, 공항이나 항

구에서 고객이 지정한 수송대행업체에게 물자의 

인도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

수송 동원 | 輸送動員 | 행정공통

Mobilization of Transportation

전시에 인원 및 물자 등의 수송을 원활하게 지원

하기 위하여 모든 수송수단과 업체를 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동원대상은 차량·선박·항공기 등

의 장비와 운송업체, 정비업체, 컨테이너업체, 

항만하역업체 등이 포함된다. 수송동원은 장비동

원과 업체동원으로 구분하며, 사용동원 지정 우

선순위 중 차량은 자가용, 영업용이고 선박은 영

업용, 공공용 순으로 지정하고, 동원령 선포와 

동시 국토해양부에 합동수송 통제본부를 설치하

고 철도공사, 해운항만청 및 각 시도에 수송통제

실을 설치 운영하여 군의 연합수송 이동본부 및 

각 지역 이동 관리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게 

된다.

수송 및 수송성 | 輸送--輸送性 | 행정공통

Transportation And Transpotability

기존의 또는 계획된 군 수송 자산으로 무기체계

의 국내 및 국외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요구 사항, 규격, 설계 고려 사항 및 입증. 수송 

및 수송성 고려 사항은 항공, 육상 및 해상 수송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함.

수송 이동관리 | 輸送移動管理 | 행정공통

Transportation Management

이동 소요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

송 능력을 경제적, 능률적,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송 능력과 노정의 사용을 계획, 할당 

및 지시하고 운용을 협조, 통제 및 조정하는 것

을 말한다.

수송 이동관리단 | 輸送移動管理團 | 행정공통

Transportation Movement Management Group

수송이동관리를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통제하

기 위한 부대이다. ☞ TMMG(Transportation 

Movement Management Group)

수송 적용성 | 輸送適用性 | 행정공통

Transport Tailorability

도로, 철도, 선박, 항공기에 의한 각종의 수송수

단에 따른 장비품 등의 적용능력.

수송 적하목록 | 輸送積荷目錄 | 행정공통

Transport Manifest

선박 적하 목록으로서, 이는 1개의 항만에서 하

화될 화물을 병과별로 기록한 해양 적하 목록

이며, 다음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선박

의 특징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선박에 장치된 취

급 장비로 취급할 수 없는 중화물의 목록, 각 항

만에서 하화할 화물의 중량과 용적 및 선박에 적

재한 총화물을 기록한 적하 목록 총괄표가 있다. 

둘째로, L/T 및 M/T로 표시한 각 병과별 화물 

형태 및 하화 항만별 화물의 총괄적인 화물 종합

표가 있다.

수송 통제번호 | 輸送統制番號 | 행정공통

Transportation Control Number

모든 선적 장치를 제어 및 관리하기 위해 할당

하는 17자리 문자 데이터로서 운송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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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각 선적에 대한 TCN은 독특하고 중복

되지 않는다. ☞ TCN(Transportation Control 

Number)

수송 하자 | 輸送瑕疵 | 사업/계약관리

Transport Mengel

수송 중에 발생한 하자로서 선적서류상의 수량 

또는 상태가 실제로 수령한 것과 상이한 경우의 

하자를 말하며, 수송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것도 

동일하게 수송하자로 간주한다. 판매국 내 최초 

적송 지점에서 해당 물자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

국으로 이양된 이후 발생한 하자. 즉, 최초 적송 

지점에서 해당 물자가 판매국 내 운송 기관에 인

계되어 판매국 내 출발항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

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전 수송 과정을 통하여 취급상 결함으로 야기된 

파손 및 훼손, 손망실, 부족 등을 말한다.

수송 형태부호 | 輸送 形態符號 | 정책/제도

Transportation Mode Code

보급품 수송 방법 (육로, 항공수송 등) 부호를 말

한다.

수송비 | 輸送費 | 사업/계약관리

Transportation Cost

판매국 내 보급원에서 수송 대행업체까지 수송시 

소요되는 내륙 수송비 혹은 우편 요금과 선박 또

는 항공기 편으로 판매국 내 항만에서 구매국 항

만까지 수송시 소요되는 대양 수송비(항공 수송

비)로 구분됨.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국 수송 기

관을 통하여 수송될 시는 전 수송 비용을 판매국

측에 지불하여야 하며, 수송 대행업체에 의하여 

수송된 물자에 대한 수송 비용은 별도 체결한 수

송 대행 계약서에 의거 지불함.

수수료성 용역 | 手數料性用役 | 사업/계약관리

중앙조달품을 제외한 대외품질보증(수출품/주한

미군, 사급계약,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대외기

관 수탁),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중소기업 기

술개발 사업, 국방마크 인증심사비 등과 같이 수

수료·기술지원비 등 일정한 비율이나 기준단가

로 산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수시 배정 예산 | 隨時配定豫算 | 사업/계약관리

예산 배정 전에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 

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 예산처 장관이 선정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

수시 정비 | 隨時整備 | 행정공통

Operating Maintenance

일명 운행 중 정비라고도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장비에 대해 운행 중의 정비를 말한다. 이것은 

계획된 시일이나 지정된 운행 거리에 따라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계획 정비와는 구별된다.

수시 출장 | 隨時出張 | 행정공통

수탁용역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수시로 발

생하는 계획출장 이외의 공무 국외출장을 말한

다. 수시출장은 예산 재원에 따라 출연예산 출장

과 비출연예산 출장으로 구분한다.

수업 설계 모의 실험 | 授業設計模擬實驗 | 

정책/제도

Instructional Simulation

특정한 학습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모의 실험. 수업 모의 실험은 적용되는 학습 상

황이나 설계 전략에 따라서 학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수요 기관 | 需要機關 | 사업/계약관리

Demand Agency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수요 물자 | 需要物資 | 사업/계약관리

Demand Material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수요 빈도 | 需要頻度 | 사업/계약관리

Number Of Recurring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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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대로부터 소요 품목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청구를 받는 횟수를 말하며 무기체계별로 

구분하여 과거 3개년 수요 빈도에 의거 산출된다.

수요 수준 | 需要水準 | 사업/계약관리

Demand Level

과거 수요 실적을 근거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비 

적정 수준 수요 실적, 수리율, 수리 순환 일수, 

발주 및 수송 시간 등을 토대로 산정 공식에 의

거 기계적(전산)으로 산출된 수준이다. 

☞ DL(Demand Level)

수요 예측 | 需要豫測 | 사업/계약관리

Demand Forecast

이것은 과거 수요 실적에 입각하여 장차의 수요

량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수요 예측 방법은 목

측법, 산술 평균법, 이동 평균법, 지수 평활법, 최

소 자승법, 박스-젠킨스법(ARIMA),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군에서는 이외에 통제 수

요, 교체 순환 주기 적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수요 융통률 | 需要融通率 | 사업/계약관리

청구 목표 설정 품목으로서 총수요를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말하며, 산출 공식은 다

음과 같으며 목표치는 85%이다. 수요 융통률 = 

[ASL 유효 수요 청구 건수 / 총유효 수요 청구 

건수]×100.

수요 품목 | 需要品目 | 사업/계약관리

Demand Item

CSP 대상품목 중 CSP 운영기간 동안에 1회 이

상 소요가 예상되는 품목을 말한다. ☞ 동시 조

달 수리부속(CSP: Concurrent Spare Parts)

수요군 | 需要軍 | 사업/계약관리

Demanding Forces

국방부의 중앙조달기관인 군수본부에 조달요구

서를 제출하고, 이에 의하여 조달된 장비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각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과 각

군 군수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상 조달기관에 

대응하는 용어이며 국방부를 제외한 정부 중앙관

서의 공통물자에 대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서 수요부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무기 등을 사

용할 대상자를 지칭할때도 사용

수요성 부호 | 需要性符號 | 사업/계약관리

Demand Code

청구 시 순환수요와 비순환 수요를 구분하여 식

별하기 위한 부호이다. 미국 보급원과 거래할 때

의 수요부호는 현행과 동일하다. 적용문서는 보

급원에 대한 청구 및 거래부대 청구문서이다. 기

지/대미 신청서상 44란에 표시되며 길이는 한자

리, 형식은 알파벳이고 부호 “R”은 순환수요(계

속성 수요)이고 “N”은 비순환수요(비계속성 수

요)이다.

수요율 | 需要率 | 사업/계약관리

Demand Rate

일정 기간 또는 시점에 있어서 평균 수요가 얼마

로 반영되고 있는 지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수

요율에는 일일 평균 수요, 월간 평균 수요, 예상 

월간 평균 수요, 분기 평균 수요 또는 예상 분기 

평균 수요 및 연간 평균 수요 등이 있다. 

☞ DR(Demand Rate)

수요지 납품 | 需要地納品 | 사업/계약관리

Demand Area Delivery

기지 거점 분배(基地據點分配)와 대응하는 용어

로서, 이것은 수요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直納) 해 주는 것으로서 기지집중 저장으로 

인한 관리 유지비의 증대를 감소시키고, 직송 제

한에 따른 발주 및 수송 기간의 연장과 비경제성

을 제거하는 동시에, 민간 용역 활동에 의한 비

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며, 역수송에 따른 수송 

기간의 지연 및 비경제성 등을 억제하려는 것이

다. 참고로 기지 거점 분배라 함은 군원중심 체

제하에서 이루어졌던 체제로서 모든 보급 물자를 

일단 기지창(군수사의 보급창)에 저장하였다가 

분배하는 제도이다.

수요지 직납 제도 | 需要地直納制度 | 

사업/계약관리

기지 보급 제도와 대응하는 제도로서 역수송을 

방지하고, 장비 및 병력 동원의 낭비 등 비경제

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요가 발생한 지역 또는 

부대에 직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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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동원 | 收用動員 | 행정공통

Mobilization For Expropriation

1. 국방상 필요한 물자, 건물, 토지 등을 동원함

에 있어 군·관 및 동원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

자를 국가가 강제로 매수하는 것. 동원과 동시에 

그 물자의 소유권이 각 동원 주체에 이전되는 것

을 말하며, 물자는 인도·인수와 동시에 소요자

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이를 인수한 동원 주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물적 동원의 수단임.

2. 물자 및 업체를 동원하여 인도 및 인수와 동시

에 소유자의 소유권은 소멸되고 이를 인수한 기

관이 그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

으로 소모성 물자, 토지, 시설 등을 동원할 때 하

며, 이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수용 부피 | 收用부피 | 정책/제도

20 ℃에서 용기를 채우는데 필요한 액체의 부피.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 收用待機前方移動및統合 | 행정공통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군 증원 전력의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

합으로 부대 전투력화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하

며, 양륙 공항 및 양륙 항만에서 인원, 장비 및 

보급품을 수용하여 이동 준비를 실시하고 대기지

역 또는 작전 기지로의 이동과 전술 집결지로의 

이동을 실시한 후 유엔사 및 연합사에 작전 통제

권이 전환되어 전투 준비가 완료된 부대를 통합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수의 계약 | 隨意契約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by Negotiation

1.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

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

을 말한다.

2.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협의에 의하여 

조달하는 계약방식으로 가장 잘 준비된 계약상대

자와 가장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당초 계획된 조

달소요를 충족하는 자와 계약체결하는 것을 말한

다. ☞ 정부 계약의 종류

수익 | 收益 | 사업/계약관리

Income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

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

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

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광의의 

수익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revenue)과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차익(gain)도 포함된다.

수익의 인식 | 收益-- 認識 | 사업/계약관리

Perceiption of Profit

수익의 인식이란 수익의 발생시점 또는 보고시점

에 관한 것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회계기간을 결

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

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

서에 인식한다.

수입 | 收入 | 사업/계약관리

Income

금품을 거두어 들임, 수납 또는 돈 따위가 들어

오는 일 또는 소득을 뜻한다. 판매가 현금 매출

일 때에는 1기간의 매출액과 매출 수입은 동액이 

되며, 1기간의 매출액을 S, 판매량을 M, 판매 가

격을 P라고 한다면 1기간의 매출 수입은 매출 수

입(S) = P*M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급에서는 보

급품을 획득하여 재산의 증가 계정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수입 검사 | 收入檢査 | 사업/계약관리

Receiving Inspection

보급품의 수입 시에 실시하는 즉 외부로부터 원

재료, 반제품 또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실

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 요령은 수납 검사와 

동일하며 수령 검사라고도 한다.

수입 관련 수수료 | 輸入關聯手數料 | 

사업/계약관리

Importing Commissions

방산업체가 방위산업용 원료, 기자재, 부분품 등

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해야 하는 수수

료로서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관세감면 확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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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대경비

수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항공기 및 

통관부품에 대한 수입 승인 수수료가 있다. 

수입 부대경비 | 輸入附帶經費 | 사업/계약관리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

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

장개설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시

행규칙제6조2) 열거한 비목 외에 해당계약이행

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수입 부품 | 輸入部品 | 사업/계약관리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

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말한다.

수입 승인서 | 輸入承認書 | 사업/계약관리

Import License

무역업 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

해서는 매건별로 수입 승인 기관으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는 서류로 이는 외국 물품에 대한 적법

한 수입 관리와 외화 지급에 따른 대외 채권(물

품 인수)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IL(Import License)

수입 예정 | 收入豫定 | 사업/계약관리

Due-In

조달 또는 보급 청구를 통하여 조달 또는 보급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조달 

및 보급 청구량은 일정 기간 후 청구 부대에서 

가용한 자산으로 판단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품목은 수입 예정 품목이 된다. 소분배 계통에서

의 청구/보급 지원 체계에서 보급 수준이 인가된 

품목의 경우 특정 시점의 수입 예정량과 불출 예

정량은 일반적으로 상이하다. ☞ DI(Due-in)

수입 예정철 | 收入豫定綴 | 사업/계약관리

Due-in File

조달 또는 보급 청구를 통하여 조달 또는 보급 

지원이 가능한 상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조달 

및 보급 청구량은 일정 기간 후 청구 부대에서 

가용한 자산으로 판단되게 되며, 이 때 이러한 

품목은 수입 예정 품목이 되도록 철해 놓은 것. 

☞ DIF(Due-in File)

수입 완결 처리 기간 | 收入完結處理期間 | 

사업/계약관리

계약 업체가 납품한 보급품을 보급창에서 인수 

시점부터 컴퓨터에 계정상 수입량이 기록되어 품

목 담당관이 불출 전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기

간이다. 품목을 창고 이동, 저장 위치 선정 및 저

장, 관련 재원 전산 입력(수입 보고서, 수령 확인

서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3근무일 내 처리

한다.

수입 재료 | 輸入材料 | 사업/계약관리

Import Material

계약 상대자가 직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

국에서 수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수입 절차 | 輸入節次 | 사업/계약관리

Import Process

수입 대상 물품과 거래처를 선정하여 수입 계약

을 체결하고 수입 허가(승인)를 받아 수입 신용장

을 개설한 후에 수입 화물과 선적 서류가 도착하

면 수입 대금을 결제하고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

수입 제세 | 輸入諸稅 | 사업/계약관리

수입물자가 국내에 도입될 때에 부과되는 제세금

을 말한다. 수입제세에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있

으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의 적용을 배제한 

후 별도로 가산한다.

수입품 | 輸入品 | 사업/계약관리

Import Commodity

수입재료와 수입부품을 말한다. 계약 상대자가 직

접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

입 완성품(구성품 포함).수입 부품 및 수입 재료.

수정 | 修正 | 사업/계약관리

Modification

장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투 또는 비 전투

시 장비의 능률 향상을 위해, 생산 재생 및 수리

의 간소화를 위해 또는 고가 재료의 사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장비 자체 혹은 설계를 수정(개

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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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계약 | 修正契約 | 사업/계약관리

Modification Contract

1.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

위내에서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

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의 계약내용 또는 계

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계약 체결 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일

부를 변경하는 행위로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

수정 작업 | 修正作業 | 사업/계약관리

Modification

장비사용자의 안전, 전투 또는 비전투 시 장비의 

능률향상, 생산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와 고가재

료 사용제거 등을 목적으로 장비의 수정(개조)이 

필요할 때,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수정(개조)

작업 명령을 하달하고 장비의 설계를 수정(개조)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 작업 명령 | 修正作業命令 | 사업/계약관리

Modification Work Order

장비의 수정(개조) 지시로서 사용자의 안전, 전

투 및 비전투용으로서 능률향상, 생산, 재생 및 

수리의 간소화, 그리고 고가재료 사용의 제거 등

을 목적으로 하달하는 작업명령이며, 이는 주로 

장비수정(개조) 건의나 장비 제작회사로 부터의 

통보를 근거로 작성된다. 수정작업 명령은 긴급 

수정작업 명령과 보통수정작업 명령으로 분류한

다. 수정작업명령서(MWO)에 포함할 사항은 다

음과 같다.

1. 수정(개조)를 요하는 기재의 형(型)

2. 수정(개조)작업 수행에 허용된 정비계단

3. 수정(개조)작업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소요일시

4. 수정(개조)작업의 완료일자

수준 보충(보급) | 水準補充(補給) | 

사업/계약관리

Replenishment

추가적인 완성품의 최초지원, 재고보충, 또는 다른 

목적으로 구매한 초도구매에 따른 품목의 구매.

수중 청음기 | 水中聽音器 | 무기체계

Hydrophone

수중에서 음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수중

음을 청취하기 위한 장치로 함선의 기관음·추진

기 음이나 물고기떼의 소리를 청취하여 그의 방

향을 탐지한다

수집 | 蒐集 | 행정공통

Collection

1. 직접 관측, 공공기관과의 협조, 공식 또는 비

공식 공공 기관(출처)에 대한 요청 등을 통해 정

보를 획득하는 행위.

2. 정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정보를 정보처리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수집 및 분류 | 蒐集및分類 | 행정공통

Collection & Classfication

어떤 물건이나 자료들을 찾아서 모아서 유개념의 

외연에 포함된 종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

으로 정리하는 것. 

☞ C&C(Collection & Classfication)

수집소 | 收集所 | 행정공통

Collecting Point

장비 및 물자의 정비 또는 처리를 위한 대기소 

또는 부대를 말하며, 이는 사용가능 및 사용불가

능 물자의 분류, 검사, 분리 및 처분의 기능을 수

행한다. 또한 민간인, 포로 혹은 낙오자를 통제

하기 위하여 군단 및 사단급에서 설치한 시설로

서 민간인 수집소, 포로 수집소, 낙오자 수집소, 

폐품 수집소 등이 있다.

수출 경쟁력 | 輸出競爭力 | 정책/제도

Competitiveness in Exports

완전경쟁에 가까운 국제시장에서 수출상품이 다

른 경쟁국들의 상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를 말

한다. 수출경쟁력은 크게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

쟁력 두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1. 가격경쟁력은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때 그 상품의 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을 뜻한다.

2. 비가격경쟁력은 가격이 비슷한 경우 품질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수출상품의 이 

같은 경쟁력은 임금수준, 기술격차, 경영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노동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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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상품일수록 임금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출 계약 | 輸出契約 | 정책/제도

Export Contract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물품거래계약에 필요한 제

반사항과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

한다.

수출 관리법 | 輸出管理法 | 정책/제도

Export Administration Act

미국 수출통제의 기본법으로 미 상무부에서 집행

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

급부족을 이유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민군

겸용의 이중용도품목(물품, 기술,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한다. 이 법은 국제 수출통

제체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확산방

지의 목적은 물론이고 테러방지, 범죄단속, 공급

부족, UN제재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 EAA(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출 승인 | 輸出承認 | 정책/제도

Export Licence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주로 수입에 관

한 것이며, 수출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내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즉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출제한품목으로 되어 있

는 것 이외에는 수출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수출업무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하여 그 권한의 대부분이 외국환은행장·세

관장 등에게 위탁된다.

즉, 대외무역법 제65조 및 동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현재 외국환은행장에게는, 산업시설의 

수출(plant 수출) 및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물

품의 선적 후 1년을 초과하는 수출을 제외하고, 

다음의 수출에 관한 권한이 위탁되어 있다. 

1. 화환수출신용장(貨換輸出信用狀)에 의한 수출,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3. 추심결제방식(推尋

決濟方式)에 의한 수출, 4. 수위탁가공무역(受委

託加工貿易)에 의한 수출, 5. 수위탁판매무역(受

委託販賣貿易)에 의한 수출, 6.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7. 임대차방식에 의한 수출(중소기업은행

에 한함)이 그것이다.

수출 승인서 | 輸出承認書 | 정책/제도

Export License

무역업자가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로서 수출 승인 업무는 대외 무역

법상 지식 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으나, 주요 방

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장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이 미풍

양속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의 승인

에 의한다. ☞ EL(Export License)

수출 신용장 | 輸出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Export Letter Of Credit

수출입 상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상업 

신용장을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이르는 말.

수출 업체 | 輸出業體 | 정책/제도

Exporters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수출 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 輸出業體 折衷交易 履行支援 | 정책/제도

Exporters Offset Implementation Support

국내업체가 방산물자 수출시 구매국인 판매자에

게 기술이전, 대응구매 및 산업협력 등 반대급부

로 요구받는 절충교역 의무이행분에 대해 정부차

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말한다.

수출 전문가 양성 지원 | 輸出專門家 養成支援 | 

정책/제도

Export Specialist Training Support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조기에 수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수출전

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

업을 말한다.

수출 통관 | 輸出通關 | 사업/계약관리

Export Customs Clearance

수출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수출신고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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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책임자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출신고인에게 

수출면허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승인된 사항 및 

현품이 수출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확인하여 양자가 서로 부합된 때 수출을 현실적

으로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수출면허는 내국물품

을 외국물품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 통관법인, 관세사법인의 명의로 

한다. 여기서 화주라 함은 수출승인서상의 수출

자(수출대행의 경우 위탁자)를 말하며 화주가 직

접 신고하는 경우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화주직

접신고요령에 따른다. 수출신고는 당해 수출물품

을 제조공장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한 후에야 가능하다.

수출 통제 | 輸出統制 | 정책/제도

Export Control

방산물자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교마찰, 군사

기술 유출 등 국가안보상의 문제발생을 방지하고 

국제수출 통제로부터 우리 방산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 통제 특정 무기류 | 輸出統制 特定武器類 | 

정책/제도

Export Control Specific Weaponry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부속서 3의 8에

서 정의한 소화기(Small Arms), 경화기(Light 

Weapons) 및 휴대용 대공방어시스템(MANPAD 

System)을 말한다.

수취 선하 증권 | 受取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Received BL

선박회사가 하주와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특정화물 인수장소(선사의 부두창고 또는 부두장

치장)에서 인수하고 본선에 적재하기 전에 발행

되는 선하증권이다. ☞ 선하증권

수탁 공사 | 受託工事 | 사업/계약관리

Consignment Construction

시공상 기술적인 면과 사용상의 안정성 등 특수 

조건을 고려하여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타 전문기

관(철도청, 한전 등)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공사.

수탁 용역 간접 경비 | 受託用役間接經費 | 

사업/계약관리

수탁용역비 중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직접경비 이외의 직접인건비(내부, 외부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국방품질 인증심사비, 주한

미군 품보용역비 등을 정책·예산부서로 통합 배

정하여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내부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한 용역의 연구활동진흥비(제14조 

제1항 제3호 나목 3)세목)는 간접경비 분류에 포

함한다.

수탁 판매 | 受託販賣 | 사업/계약관리

Trust Sale

남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계산으로 하되 자기

의 명의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수하자 | 誰何者 | 행정공통

어두워서 상대편의 정체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 

경계하는 자세로 상대편의 정체나 아군끼리 약속

한 암호를 확인하는 사람.

수학 모델 | 數學 model | 정책/제도

Mathematical Model

모델의 성질을 수학적인 기호와 관계성으로 표현

하는 기호모델(Symbolic Model)로 절차(알고리

즘)와 수학 방정식을 포함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무기체계의 손실평가 모델과 기동평가 모델 등이 

있다.

수행 과제 | 遂行課題 | 정책/제도

Task to be Performed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수행 기관 | 遂行機關 | 정책/제도

Executing Organization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후속군

수지원에 관한 조치요청을 받고 방산수출 후속군

수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수행 책임자 | 遂行責任者 | 정책/제도

Perform Manager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위탁 또는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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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 기준

한 사항이나 신청기업과 협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대표자 등 총괄 책임

자를 의미한다.

수혜 기준 | 受惠基準 | 사업/계약관리

원가 배분기준 중의 하나로 각 원가집적대상이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한다.

숙고 공격 | 熟考攻擊 | 무기체계

Deliberate Anti-submarine Attack

전술적 상황이 정확한 공격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는 시간적 여유를 허용할 때 최대한 정확성을 갖

고서 적 잠수함을 격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

격 방법.

숙련도 시험 | 熟鍊度試驗 | 정책/제도

Skill Score Test

시험소간의 비교를 통하여 시험소의 교정이나 시

험수행능력을 판정하는 것, 비교시험을 통한 시

험소간 시험능력 및 수행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순 케이스 금액 | 純case金額 | 사업/계약관리

Net Case Value

LOA와 수정/개정된 LOA상에 반영된 추정 원가 

금액을 말한다.

순 판매 가격 | 純販賣價格 | 정책/제도

Net Amount

방위사업청이 조달하는 조달가격에서 다음 1항의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이하 “공제항목 1”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다음 2항의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이하 “공제항목 2”

라 한다)를 공제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1. “공제항목 1”은 수입품의 물자대, 수입제세 기

타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물자대 : 정상도착가격에 외국환 대고객전신

환매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수입제세 :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에 부

과되는 각종 세금

(3) 기타 수입부대경비 : 수입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신용장개설수수료, 하역료, 보세창고료, 통

관료, 창고보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보세운

송료, 수입관련 수수료, 입·출고료, 국내운반

비, 전신전화료, 검사료 등 공장까지의 반입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

2. “공제항목 2”는 당해 무기체계를 수출하기 위

하여 방산업체 등이 소비한 비용으로 해외판매촉

진비, 해외 전시회 참가비, 무기체계 대여료, 수

리수선비, 재조립비, 운반비, 훈련요원 지급경

비, 보험료 등으로 한다.

순기 비용 | 循期費用 | 사업/계약관리

Life Cycle Cost

무기체계의 획득,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및 폐

기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서 소요되는 모든 비

용을 말한다.

순수 기초 연구 | 純粹基礎硏究 | 정책/제도

Pure Basic Research

국방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신개념 무

기체계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하기 위한 수학, 물리, 화학, 생물분야 등 자연과

학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말한다.

순수출 가격 | 純輸出價格 | 정책/제도

Net Exports Price

순 수출가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한 판매가

격(수출시장가격)에서 수입재료와 관련된 비용과 

당해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하여 지급된 판매비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순연 사업 | 順延事業 | 사업/계약관리

Postponement Business

중기계획 대상 기간 중에 계획되었던 사업 중에서 

목표량이나 재원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다.

순원가 계약 | 純原價契約 | 사업/계약관리

Straight Cost Contract

계약 업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교육 기관

이나 비영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된다.

순환 불출 | 循環拂出 | 사업/계약관리

Recurring Issue 

물자의 장기저장으로 인한 변질 및 악화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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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크 사거리 연장형 유도탄

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선입선출 

원칙과 순환불출 표지판을 활용한다. 순환불출은 

선입선출과 같은 뜻이며, 일정한 표지판에 숫자 

또는 색채를 표시하여 저장되어 있는 보급품에 

부착하여 장기간 저장된 보급품부터 먼저 불출하

고자 하는 제도이다.

스마트 무인기 | Smart 無人機 | 무기체계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스마트 무인기란 기존의 무인기 즉 사람이 탑승

하지 않고 외부의 명령 및 자동조종 방식으로 비

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서 한층 진화하

여 고성능 및 높은 안전성을 가진 수직이착륙 비

행을 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KUS-TR는 항우연

이 2011년 개발한 스마트 무인기 ‘TR-100’이 모

태다. KUS-TR는 항우연이 TR-100을 개발하

면서 확보한 기술을 대한항공이 이전받아 실용화 

모델로 만든 것으로서 2004년부터 무인기 연구

개발에 착수해 2007년과 2009년 각각 고정날개

형 무인기인 ‘KUS-7’과 ‘KUS-9’를 개발했다. 

틸트로터 방식 무인항공기 세계 최초의 실용화 

모델이다.

스마트 선박  | Smart 船舶   | 무기체계

Smart Ship 

정보 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을 기반

으로 하는 선박. 조선 기술에 자율 운항 제어 시

스템(ANS,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위성 통신망 원격 제어 

기술(IMIT, integrated maritime information 

technology) 같은 최첨단 정보 기술을 접붙여 

자율 운항은 물론 경제적 운항,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선박을 말한다. 

스키마 | 스키마 | 정책/제도

Schema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 혹은 글로벌 모

델을 말한다.

스텔스 | Stealth | 무기체계

Stealth

항공기·함정과 같은 유형의 물체를 가능한 

탐지할 수 없고, 보이지 않게 하는 설계, 재

질, 도료기술. 음파는 물론 모든 전자파장(EM 

wavelengths)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항공

기·함정 생존성에 더욱 더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스텔스 기술 | stealth技術 | 무기체계

Stealth Technology

레이더에 의한 항공기, 미사일의 조기 발견을 곤

란하게 하는 기술. 날개, 동체 등에 특수 페인트

를 도포하거나 피막을 장착해 전파를 흡수하여 

반사를 적게 하는 방법, 전파 투과성이 있는 복

합 재료 등을 사용해 반사를 적게 하는 방법과 

기체 구조상의 형태를 수정해 전파가 온 방향으

로의 반사를 가능한 한 줄이는 방식 등이 있다. 

실제에서는 3가지 방법이 혼용된다.

스파이웨어 | Spyware | 행정공통

Ad-ware, Spyware

개인 식별 정보나 기밀 정보를 추적하여 제3자에

게 보내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인 식별 정보는 

성함처럼 특정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이다. 기

밀 정보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공

유하기를 꺼리는 데이터와 은행 세부 정보, 신용

카드 번호 및 암호 등이 포함된다. 서드파티에는 

로컬 액세스 권한이 있는 원격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이 포함될 수 있다.

스파이크 비가시선 유도탄 

| Spike非可視線誘導彈 | 무기체계

Spike Non Line of Sight Missile

북한 장사정포와 해안포 타격용으로 도입한 이스

라엘 라파엘사가 제작한 미사일로서 2013년 5월 

초 서해 5도에 실전배치된 미사일이다. 사거리 

25km, 중량 70kg으로 차량이나 헬기에서 발사

된 뒤 적외선 유도를 받아 북한 서해안 내륙기지

의 갱도 속 해안포를 정밀타격할 수 있다.

스파이크 사거리 연장형 유도탄 

| Spike射距離延長形誘導彈 | 무기체계

Spike Er Missile; Spike Extended Range Missile

이스라엘 라파엘사(RAFAEL Armament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개발한 4세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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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사거리 연장형 유도탄이다. 처음에는 NT-

Dandy 또는 NT-D로 불렸다. 유도탄 무게 

34kg, 사거리 8000미터. 보병, LCV, 헬기에서 

사용한다.

스파이크 장거리 유도탄 | Spike長距離誘導彈 | 

무기체계

Spike Long Range Missile; Spike Lr Missile

이스라엘 라파엘사(RAFAEL Armament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개발한 4세대 대

전차 장거리 유도탄이다. 미사일 무게 14kg, 사

거리 4000미터. 보병 또는 경장갑차용이다.

스파이크 중거리 유도탄 | Spike中距離誘導彈 | 

무기체계

Spike Medium Range Missile

이스라엘 라파엘사(RAFAEL Armament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개발한 4세대 대

전차 중거리 미사일이다. 미사일 무게 14kg, 사

거리 2500미터. 보병 또는 특수부대용이다.

스프레이 도장 | Spray 塗裝 | 정책/제도

Spray Coating

스프레이 도장 방식은 크게 나누어 에어 스프

레이(Air Spray) 방식과 에어리스 스프레이

(Airless Spray) 방식으로 구분된다.  에어 스프

레이 방식은 분무기와 같은 원리로 도료를 공기

에 의해 안개처럼 만들어 피도면에 도포하는 방

법이고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식은 물총과 같은 

원리로 직접 압력을 가하여 구경이 작은 노즐을 

통하여 도료를 분무하여 피도면에 도포하는 방식

이다.

스핀 오프 | Spin-off | 정책/제도

Spin-off

군사 기술이 민간 기술에 재활용되는 현상. 스핀 

온(Spin-on)의 반대 의미.

스핀 온 | Spin-on | 정책/제도

Spin-on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에 재활용되는 현상. 스핀 

오프(Spin-off)의 반대 의미.

승객 | 乘客 | 정책/제도

Passenger

특정 항공기와 임무에 대한 승객 안전/비상 능

력을 고려한 훈련을 받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하

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어떤 특정 비행의 경

우 이는 현역 승무원 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임

무 완수에 필수가 아닌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NOTE: 임무 훈련은 비행 전 안전 브리핑 내용

들을 초월하는 해당 항공기 특수 훈련으로 구성

된다.

승수 인수 | 乘數因數 | 행정공통

Multiplier Factor

기본 전투 방식의 구사 결과를 지배하는 결정적 

영향 요소. 

1. 정보 : 작전 수행의 결정적 시기와 장소, 바람

직한 전력 구성 및 투입 방향, 방법을 판단하는 

근거 제공. 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은 기본 전투 

방식 적용 시 승패의 중요한 지배 요소. 

2. 기습 : 적이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적이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행

위. 전력의 투입 효과를 배가하고 작전 행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결정적 요소. 기본 전투 방식 

적용시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창조적 

작전 행동의 추구 필요. 

3. 인간적 요소 : 궁극적 전쟁 승패는 인간의 능

력에 의해 결정. 인간의 기능적, 지략적, 정신적 

능력은 전쟁 승패의 필수 요소. 인간의 능력을 

지배하는 요소는 인간 심리로서 전투의 궁극적 

목표는 적의 심리적 충격에 집중 필요.

승수 작용 | 乘數作用 | 행정공통

Multiplier Effect

개개의 군사 작전(전략 타격, 고속 기동, 정치 심

리, 적극 방어)이 상호 연계하여 작용하므로 적

의 전반적인 전쟁 작전 수행에 치명적 파급 효과

를 가속화시키는 작용.

승인 | 承認 | 정책/제도

Recognition

1. 지식마스터가 등록한 지식을 평가하여 지식으

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인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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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순화.

시간 단계 모형 | 時間段階模型 | 행정공통

Time Step Models

시간이 고정적 또는 독립적으로 정해진 만큼 진

행되고, 일부 또는 전체 자원의 상태나 현황이 

지정된 시간이 되면 갱신되는 역동적 모델. 일반

적으로 이러한 시간 단계들은 일정한 크기로 진

행되지만 반드시 일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시간 및 거리 항법 위성 

| 時間--距離航法衛星 | 무기체계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인공위성 항법 체계(GPS)의 짧은 표현. 위성을 

이용한 무선 항법 체계로서 장비를 갖춘 사용자

에게 정확한 3차원 위치, 항행 및 시간 정보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는 항법 체계. 원래 군사적 목적

으로 개발된 후에, NAVSTAR GPS는 민간분야

에서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의 절대 위치 및 고

정 밀도의 상대 위치 결정에 사용되고 있다. 

☞ NAVSTAR(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시계열 분석 | 時系列分析 | 행정공통

Time Series Analysis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떤 변수의 변화 경향을 분

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상태를 예측하려

는 방법이다. 즉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과거로

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동태적인 분석 방법이다. 시계열 분

석은 과거의 변화 경향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추정하는 방식이므로 예측의 객관

적인 준거를 제시해 주며, 변화의 유형과 요소들

을 분리시켜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합리적인 판

단과 통제에 도움을 준다.

시공 감리 | 施工監理 | 사업/계약관리

Executive Supervision And Control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 공사에 대하여 공

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제3

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

리, 공사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 부대 | 施工部隊 | 사업/계약관리

Construction Troops

광의의 시공 부대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기 위하

여 재무관 기능과 시공 부대 기능을 통괄하는 행

정권을 가진 부대로서 군단, 군직할 야공단이 대

표적 예이다. 협의의 시공 부대는 재무관으로부

터 해당 공사의 시공을 위임받은 행정권을 가진 

공사 부대이다. 예를 들어 공병 여단, 공병 대대

이다. 원칙적으로 행정권을 가진 독립 중대 이상

의 제대만이 시공 부대가 될 수 있다.

시나리오 개발 기술 | scenario開發技術 | 

정책/제도

Scenario Development Technology

MSDL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정의 

및 개발하는 기술. 체계 종합 기술을 구성하는 

체계 분석 기술 중 하나이다.

시료 | 試料 | 정책/제도

Sample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뽑아온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구와 같이 단위 개체로 성립된 로트

가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한 몇 

개의 단위 개체의 모임은 그 전구 로트의 시료이

고, 공정 관리의 경우에는 공정에서 생산된 로트

가 그 공정의 시료이며, 실험 계획의 경우에는 

실험의 결과 얻어진 데이터는 하나의 시료이다. 

통계적으로 엄밀히 정의하면 로트로부터 무작위

하게 5개의 전구를 샘플링한 경우 뽑힌 5개의 전

구의 모임을 시료라고 한다. 이 경우 개개의 전

구를 단위 개체라고 불러 시료와 구별한다. 시

료의 크기는 시료 중에 포함되는 단위 개체 혹은 

단위 분량의 수를 의미한다.

시료 표준편차 | 試料標準偏差 | 정책/제도

Sample Standard Deviation

같은 측정량에 대한 일련의 회 측정에서, 결과의 

분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

시료율 | 試料率 | 정책/제도

총생산량에 대한 원재료와 제품의 품질 및 성능



308

시료탄

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료량의 비율을 말한

다. 원재료와 완성제품의 성능검사를 위한 파괴

시험용으로 생산된 것으로 당기 생산기간 중 사

용한 시료수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나눈 값이다.

시료탄 | 試料彈 | 정책/제도

Sample Ammunition

탄약로트를 평가하기 위해 시료로 사용되는 탄약

을 시료탄이라 한다.

시뮬레이션(모의) | 시뮬레이션(모의) | 

정책/제도

Simulation

1.시뮬레이션은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들의 시

간의 흐름상에 구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운용

으로 다양한 전투문제에 대한 조사수단을 제공하

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음

(1) 실제 시뮬레이션(Live Simulation) : 실제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병사)이 참여하는 시뮬

레이션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격훈련장, 

과학화훈련장 및 야외기동훈련 등이 있음

(2) 가상 시뮬레이션(Virtual Simulation) : 모

의되는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시

뮬레이션 유형으로 비행 항공기(모터제어),  화

력통제자원 운용(협조, 의사결정 절차) 및 통신

(C4I 팀의 구성원) 등과 같은 분야에서 임무숙

달연습을 위해 핵심역할에 인간을 참여시키는 

HITL(Human-In-The-Loop) 개념의 각종 시

뮬레이터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

(3) 구성 시뮬레이션(Constructive Simulation) 

: 모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되는 사람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실제 사람은 이러

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하나, 시

뮬레이션의 결과 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여하지 

않음. 구성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워

게임이 있음

2. 현상의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대

상의 현상을 모형화하고 이 모형을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해 실제상황을 해석하는 기법이며, 이

러한 시뮬레이션 기법은 전기전자·기계 계통의 

물리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군사 

등의 영역에 있어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현상(물리적, 사회적 현상 등)이

나 과정(계산이나 추상적인 계)의 동작을 구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물리적 수단 또는 숫자적 

모델(소프트웨어 포함)로 표현하는 것. 예를 들

면 물리적 현상을 전자회로나 계산기로 표현하는 

것 등 모의(模擬)라고도 함

시뮬레이터 | 시뮬레이터 | 정책/제도

Simulator

1.복잡한 작동상황 따위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

제장면과 같도록 재현하는 장치. 주로 시험·연

구나 항공기 조종·원자로 운전 따위의 훈련에 

사용됨.

2.시뮬레이션을 행하는 장치,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예를 들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시뮬레이트하

기 위한 대형계산기 등의 프로그램

3.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를 대신하여 다른 기종의 

컴퓨터가 대상 컴퓨터의 프로그램 처리 과정과 

동일한 처리를 하는 것처럼 모의로 실험하는 교

차 소프트웨어. 모의실험 장치라고도 한다. 프로

그램의 오류 수정에 이용된다. 시뮬레이터의 기

능에는 일반적으로 오류 수정기로서의 기능이 포

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상 컴퓨터와의 하드웨어

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완전한 시뮬레이션은 불

가능하며, 특히 시간적인 요소가 관련된 프로그

램에 대한 시뮬레이터의 이용은 무의미하다.

시분할 롱텀 에벌루션  | 時分割-  | 정책/제도

Time Division Long Term Evolution 

중국이 개발한 4G 이동통신 표준. 중국의 독자

적인 3G 이동통신 표준이자 차이나 모바일이 

제공하고 있는 시분할 연동 코드분할 다중접속

(TD-SCDMA) 기술을 진화한 것이다. 3GPP에

서 추진하고 있는 LTE나 LTE-Advanced 표준

의 TDD 모드에 해당된다. 

시분할 모의 실험 | 時分割模擬實驗 | 정책/제도

Time Slice Simulation

1.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종료되는 이산 

모의 실험. 예를 들어 십만 년 동안 화산의 분화

에 영향을 주는 연간 에너지를 묘사하는 모델이 

있다. 

2. 모의되는 사건과 독립적으로 선택된 구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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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간이 진행되는 연속 사건의 이산 모의 실험.

시분할(LTE-TDD) | 時分割 | 정책/제도

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 듀플렉스(TDD)를 채용한 LTE 규격. 

TDD는 양방향 통신을 위한 듀플렉스 방식중 하

나로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송수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LTE나 와이브로에서 채택

하고 있는 방식이다. LTE TDD는 다운링크(DL)

와 업링크(UL)의 전송 비율을 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주파수 이용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어 

LTE-FDD와 함께 LTE에서 지원하는 모드이다. 

중국의 TD-LTE는 LTE나 LTE-Advanced 표

준의 TDD 모드에 해당된다.

시사장 성능시험 | 試射場 性能試驗 | 정책/제도

Firing Range Performance Test

탄약기능시험으로 평가가 어려운 탄약에 대하여 

적절한 시험조건이 갖추어 진 시험장에서 실시하

는 탄도시험 및 성능시험을 말한다.

시사탄 | 試射彈 | 정책/제도

Test-fire Ammunition

장비의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탄약.

시설 공사비 | 施設工事費 | 사업/계약관리

Installation Work Expenses

목적 시설물 건설에 소요되는 순수 공사비.

시설 부대 | 施設部隊 | 행정공통

Installation Unit

군수 지원을 주임무로 하고, 주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부대를 말한다.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정비 공장, 저장 창고 등 

유형적인 것은 물론 재고 통제 체제 등 무형적인 

시설도 포함됨.

시설 분류 부호 | 施設分類符號 | 사업/계약관리

Facilities Category Code

구입, 건축, 목록화, 유지의 분야에 있어 계획, 

예산 획득, 회계 및 보고의 전 주기를 통하여 첫 

계획 단계로부터 부동산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방

법을 제공하기 위한 부호임.

시설 사업비 | 施設事業費 | 사업/계약관리

시설 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

산의 총액(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

시설 설계 기준 | 施設設計基準 | 사업/계약관리

분석 대상 품목의 특정 업무 부호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계 소요를 식별하는 기술. 설계 기

준은 자축, 하중, 기중기 소요와 특수 취급, 설치, 

저장, 전기, 환경 및 용역 소요 등으로 나타냄.

시설 장비 | 施設裝備 | 사업/계약관리

Installation Equipment

제반 시설 공사 및 제설, 제초, 소방 등에 사용되

는 각종 장비로써 작업 효과가 커서 공사를 단축

하므로 시설물의 신설, 보수, 피해복구 및 기타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널리 사용한다.

☞ IE(Installation Equipment)

시설 표준화 | 施設標準化 | 사업/계약관리

Facilities Standardization

제반 시설물은 수용 기준에 의거 면적을 규격화

하는 것으로 이는 수용상의 과부족 현상과 유지 

관리상의 복잡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설계비 감

축과 시공 능률을 올림으로써 예산 사용의 효율

성과 각 부대간 균형된 발전을 도모한다.

시설 현대화 | 施設現代化 | 사업/계약관리

Modernize Facilities

병영 시설을 국민 생활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낙

후된 병영 시설을 개선하며 부족 시설을 해소하

기 위한 장기 발전 사업이다.

시스템 | System | 정책/제도

System

1. 군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통합

된 완제품, 세부계통, 구성품 또는 구성요소의 

특정한 그룹이다.

2. 사람, 제품, 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로 배열 혹

은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 작

용을 통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기능군을 

수행하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산물. 여러 개의 독

립된 구성 인자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며, 전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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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합체이다. 시스템의 공통적인 특성은 집

합성, 관련성, 목적 추구성, 환경 적응성이 있다.

시스템 공학 | system工學 | 정책/제도

Systems Engineering

고객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통합되고, 전체 

수명주기 간의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 구축을 위

한 해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여러 분야 학문에 

걸치는 기술 관리 절차.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

를 기능과 성능을 문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

계 및 양산을 유도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복잡한 체계의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목적으

로 적용한다. ☞ SE(Systems Engineering)

시스템 분석 | system分析 | 전력지원체계

System Analysis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앞서 시스템에서 수행

되는 기능 및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시스템 분석 활동은 절충 연구, 효

과도 분석, 설계 분석을 포함한다. 이들은 기술 

요건과 프로그램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 

접근법을 평가하고, 성능, 기능 및 실제 요건을 

선정하기 위한 엄격한 정량적인 기준을 제공한

다. 분석 활동에 입력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사

용되는 도구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실험 및 시

험 등이 포함된다.

시스템 설계 | system設計 | 전력지원체계

System Design

시스템 분석에 따라 경제성과 신뢰성, 성능 등이 

가장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시스템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시스템을 새로 설

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할 때의 작업단계이

다. 특히 복수의 요소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요소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체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이다.

☞ 시스템 디자인(System Design), 체계 설계

(體系設計)

시스템 안전 | 시스템 安全 | 정책/제도

System Safety

해당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쳐 운용효

과도 및 적합성, 시간 및 비용의 제약 내에서 수

용할 수 있는 사고 위험도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

하는 기술 및 관리 원칙, 기준 및 기법을 말한다.

시스템 요구 규격서 | 시스템要求規格書 | 

정책/제도

System Subsystem Specification

시스템 요구사항 및 각 요구사항을 보증하기 위

하여 사용될 방법을 설명한 문서를 말한다.

시스템 유효도 | system有效度 | 사업/계약관리

System Effectiveness

시스템이 규정의 임무를 달성할 경우 기대되는 

좋음의 척도, 신뢰도, 가용도, 능력(Capability) 

등의 함수로 표시됨.

시온 도료 | 示溫塗料 | 정책/제도

Thermo Paint

특정한 온도에서 분명하게 변색되는 화합물 혹은 

녹아서 상태가 변화하는 화합물을 안료로 사용하

여 온도를 측정할 목적에 사용하는 도료이다.

시용 장비 | 試用裝備 | 정책/제도

무기체계또는 표준화 채택을 위한 시험용 장비 

또는 표준 장비 지정을 위한 신규 장비를 말한

다. 시용으로 분류된 장비의 “부속품”은 시험 기

간 소요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시험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표준화 지정을 변경해야 함.

시용 품목 | 試用品目 | 정책/제도

Active Item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

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시용 품목 | 試用品目 | 정책/제도

군수품 표준화를 위하여 시험평가를 하기 위한 

품목을 말한다. 시용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시

험소요, 그 수리부속품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의 

소요만을 조달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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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가격 | 始作價格 | 사업/계약관리

Starting Price

계약담당자가 공개하는 최대입찰가격을 말한다.

시장 개척 활동 | 市場開拓活動 | 정책/제도

Market Development Ativities

「방위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외

국을 상대로 방산물자를 홍보하는 사업 중 방위

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 거래가격 | 市場去來價格 | 사업/계약관리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

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

시장 조사 | 市場調査 | 사업/계약관리

Marketing research

상품 및 마케팅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한 자료를 

계통적으로 수집·기록·분석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일을 말한다.

시장조사의 내용에는 상품조사·판매조사·

소비자조사·광고조사·잠재수요자조사·판

로조사 등 각 분야가 포괄된다. 기법은 시장분

석(market analysis)·시장실사(marketing 

survey)·시장실험(test marketing)의 3단계로 

고찰한다. 시장조사는 구사되는 기술, 자료의 범

위, 조사의 깊이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으로 

나누어진다. 

1. 경제연구:재(財)나 서비스 유통에 관한 경제적 

·사회적 제조건의 조사로, 주로 외부자료의 해

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사범위는 국민경제 전

반 및 특정지역 ·특정산업 등이며, 때로는 해외

시장까지 미친다. 

2. 관리계수연구(管理計數硏究):주로 내외의 기

업회계기록을 자료로 하는 것으로, 과거의 판매

실적, 판매경비의 예산실적 차이분석, 제품별 ·

지역별 ·판매점별 ·판매원별 ·기간별 판매분

석, 재고회전의 분석 등이 속한다. 

3. 소비자 표본추출조사:시장조사의 대표적인 것

으로, 소비자를 추출조사하여 수요를 추계한다. 

4. 퍼스널스터디(personal study):심리학적 조

사에 의하여 판매원의 선택 ·배치 ·훈련 등에 

관한 자료수집을 한다. 

5. 메서드스터디(method study):판매활동에 관

한 작업연구로, 판매원에 대한 판매할당의 자료

가 된다. 1과 2는 주로 기존자료를, 3~5는 신규

자료를 수집하여 실시한다. 마케팅 관리자는 변

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환경 그 자체를 

깊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장조사는 

마케팅 활동의 결과에 대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의사결정을 위

한 기초조사이어야 한다.

시정 조치 | 是正措置 | 정책/제도

Corrective Action

시험분석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

항 및 고객의 불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

하는 행위를 말한다. 품보활동 과정 중 발견되는 

불합리한 사항 및 규정위반 사항 또는 계약 조건

에 위배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에 대책

을 요구하는 내용 1. 발견된 부적합 또는 바람직

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2. 관리

도에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점이 발견되거나 

관리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정에 이상 

요인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찾아 원인을 제

거하기 위해 강구되는 수단.

시제 모델 번호 | 試製--番號 | 정책/제도

Prototype Model Number

시제 모델번호는 개발 또는 국산화(모방생산:기

술협력,절충교역)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 변경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제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임

시 모델번호로써 모델번호 앞에 시제부호’X’를 

붙여서 사용한다. 사례) XK2

시제 업체 | 試製業體 | 정책/제도

Prototype Company

국과연 주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제품

을 제작. 생산하기 위하여 선정된 업체로서 체계

분야 및 구성품 등의 시제품 제작, 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등의 책임을 진다. 방산물자를 정부 주

도로 연구개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업체 중 정부가 최적격 업체로 결정한 업체로

서 체계 분야 및 구성품 등의 시제품 제작, 공정 

설정 및 기술 자료 등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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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협력 업체

시제 협력 업체 | 試製協力業體 | 정책/제도

Prototype Cooperative Firm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업체제안

서에 포함되어 시제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제

품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시제품 | 試製品 | 정책/제도

Prototype Goods

체계개발단계에서 설계에 적용된 각종 기술이 요

구운영능력을 충족시키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하

기 위하여 제조된 제품으로서 개발 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의 대상이 된다.

시제품 검사 | 試製品檢査 | 정책/제도

Prototype Inspection

제품의 성능 및 제원의 검사 분석을 위한 검사 

방법으로 설명서나 규격서 그리고 견본에 명시

된 각종 완제품의 성능과 제원의 일치 여부를 확

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시제품 검사 방법은 관능 

검사, 부착 및 성능 검사, 정밀 검사로 구분한다.

시제품 창정비 | 試製品廠整備 | 정책/제도

Prototype Depot Maintenance

창정비 요소 개발 완료 후 정비 기술 이전 및 능

력 확보 실태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 정비로 

시험 장비 운용시험평가 및 창정비 작업 요구서

(DMWR) 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시행한다.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 | 時差別部隊展開目錄 | 

행정공통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

작전 계획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부대의 

출발지, 하선항 및 항로 등을 제시한 목록으로 

작전 계획 부록에 명시됨. ☞ TPFDL(Time-

phased Force Deployment List)

시한성 물자 | 時限性物資 | 정책/제도

Time Limit Material

1.(1)Ⅰ형 : 기술적인 시험자료와 실제 경험의 평

가를 통하여 저장수명이 결정되는 품목이며, 성

능검사 등으로 저장수명의 연장이 불가한 품목.

(2)Ⅱ형 : 지정된 저장수명을 갖는 품목이며, 규

정된 시험, 검사, 재생활동 등을 완료 한 후에 저

장수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품목

2.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만 원래의 효능과 성능

을 발휘하는 품목으로서, 저장 환경 조건에 의해 

화학/물리적 변화로 함량 감소 및 변질을 초래하

며 물자에 대한 품질 및 상태 보존을 위하여 저

장 수명이 설정된 물자

시행 규칙 | 施行規則 | 정책/제도

Enforcement Regulations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

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部令)을 보통 시행규칙

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施行

細則)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세법에서는 

모두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는 재정경제부령(지방세법은 행정자치부령)을 말

한다.

시행 기관 | 施行機關 | 사업/계약관리

Implementing Agency

미 군당국 또는 군사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에 책임

지고 있는 국방기관을 말한다. FMS에 관하여는 

DSAA가 LOA를 준비하거나 FMS 케이스를 이

행하는데 군당국 또는 국방기관에 책임을 부여한

다. 이행기관은 외국 또는 국제조직에 의해 수락

된 LOA상에 명시되어 있는 물자 또는 용역의 인

도에 기인한 행위들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책

임을 지고 있다.

시행 명령 | 施行命令 | 정책/제도

Execute Order

1. 국가 통수 기구의 결정으로 작전의 시행을 위

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의거 합참 의장이 발

령하는 명령. 2. 지시에 따라 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명령이다.

시행 오퍼 | 施行offer | 사업/계약관리

Enforcement Offer

미국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퍼발행부서가 미국 국

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 확정 승인(OA)에 의하여 

채무이행이 시행됨을 통보하는 오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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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검토

시험 | 試驗 | 정책/제도

Test

1. 물품의 특성을 여러 방법과 계기를 사용하여 계

측한 결과로써 제원(물성 수치)을 산출해 내는 것.

2. 개발 및 운용 측면에서 무기체계의 객관적 성

능과 기능 입증을 통해 검증 가능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발 시험은 부품 단위 

개발 시부터 적용하고 운용시험은 체계 수준부터 

적용한다.

3. 시험이란 체계, 하부체계, 구성품 그리고 장

비 등에 대하여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실험 이외

에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또는 

성능과 운용상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얻거나 증명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된 계획

이나 절차를 말한다.

시험 개발 | 試驗開發 | 정책/제도

Test Development

민·군 겸용 연구개발 또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의 최종 단계로서 무기체계및 무기체계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을 설계, 구현, 제작

함으로써 이를 기존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 및 

미래 무기체계에 응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

시험 개발 단계 | 試驗開發段階 | 정책/제도

Audio Visual Equipment Stage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 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

진되는 단계.

시험 검사 기관 인정 | 試驗檢査機關認定 | 

정책/제도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인정기구가 특정한 시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험·검사 기관

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보증하는 행정 행위를 말

한다.

시험 검사비 | 試驗檢査費 | 정책/제도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재질 

분석이나 성능 시험을 위하여 지출되는 외주 시

험비와 방산물자의 성능 시험을 위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운반비 등을 말한다.

시험 방법 | 試驗方法 | 정책/제도

Test Method

원료, 반제품 및 제품 등의 특성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술적인 절차를 말한다.

시험 분석 | 試驗分析 | 정책/제도

Test Analysis

물질에 대한 조성 성분을 화학 반응 원리에 의하

여 정성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화학 시험과 재료

에 대한 기계적 성질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물

리 시험을 말한다.

시험 사태 | 試驗事態 | 정책/제도

통상 가상 또는 실제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장비

(전술 또는 개념)가 예상되는 환경조건하에서 임

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술환경이나 시험조건을 말

한다.

시험 성적서 | 試驗成績書 | 정책/제도

Test Report

공시품의 기능을 증험하여 본 결과를 기록한 문서.

시험이란 특정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시험체가 

지닌 기능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평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관리법상 위험이 예상

되는 기계는 충분한 안전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압력

용기의 수압시험, 크레인 등의 하중시험, 안정도 

시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시험성적서는 시험한 결과를 적은 것으로, 안전

성 검사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시험

성적서에는 의뢰인과 공시품의 이름, 성적 결과 

등을 기록한다.

시험 절차 | 試驗節次 | 정책/제도

Test Procedure

주어진 테스트에 대한 결과의 구성, 운용 그리고 

평가를 위한 자세한 명령어들. 그와 관련된 절차

들의 집합은 테스트 절차 문서를 구성하기 위하

여 자주 병합된다.

시험 준비 검토 | 試驗準備 檢討 | 정책/제도

Test Red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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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상태 검토

시험평가 대상 체계 또는 부체계가 시험 가능한 

상태인가를 공식적으로 점검하는 기술검토 과정

이다.

시험 준비 상태 검토 | 試驗準備 狀態檢討 | 

정책/제도

Test Rediness Condition Review

시험의 목적과 범위, 절차와 방법 및 계획된 시험

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이 적절하게 확

인되고 조정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검토이다.

시험 품질 경영 매뉴얼 | 試驗品質經營 매뉴얼 | 

정책/제도

시험품질경영방침, 시험품질경영시스템 및 품질

관리 관계를 기술한 문서.

시험 품질 경영 시스템 | 試驗品質經營 시스템 | 

정책/제도

시험품질경영방침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

시험 품질 경영 절차서 | 試驗品質經營 節次書 | 

정책/제도

국방기술품질원의 시험품질경영매뉴얼의 하부문

서로서 시험분석 업무 관련의 작업 절차서.

시험 품질 경영 지침서 | 試驗品質經營 指針書 | 

정책/제도

시험분석업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문서.

시험 환경 조건 | 試驗環境條件 | 정책/제도

Test Environment Condition

시험분석을 함에 있어 나타나는 주위의 제반 조

건들 중에서 관리, 유지되어야 할 온도, 습도, 조

도 등,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

시험용 소모품 | 試驗用消耗品 | 정책/제도

Consumables for Test

비품, 교정용품, 부품 및 시약류 등과 같이 시험

분석업무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말한다.

시험평가 | 試驗評價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시험평가 대상에 대해 성능, 기술, 품질측

면 또는 운용관리적 측면에서 제반 요구조건 

및 개발목표의 충족여부와 운용적합성, 효율

성, 안전성 등을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

며, 일반적으로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 

Test & Evaluation, DT&E)와 운용시험평가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

분한다. ☞ 개발 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시험평가 과정 | 試驗評價過程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Process

시험평가 과정(Process)은 획득 과정의 여러 시

점에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중요한 시험평가 질

문에 대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반복적인 5개 단

계의 절차이다.

1. 제 1단계는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요구되

는 시험평가 정보에 대한 확인이다. 요구되는 정

보는 통상 개념, 시제기, 기술개발 모델, 또는 

양산 대표 항목/양산체계 등 획득 단계에 따라

서 현재 시험 중인 체계를 중심으로 한다. 요구

되는 정보는 효과성(Effectiveness) 및 적합성

(Suitability), 체계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나 

잘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식견

과 관련된 성능평가를 포함한다.

2. 제 2단계는 자료의 형태와 분량, 시험으로부

터 예상되는 결과, 그리고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석의 도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 1

단계로부터 정해진 평가목적의 시험전 해석이다. 

시험전 해석시 검증된 모델과 시뮬레이션 체계의 

사용은 시험 시나리오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하

는지, 시험환경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시험

에 어떻게 계측장비를 갖추어야 하는지, 시험자

원에 어떻게 인원을 배치하고 통제해야하는지, 

시험결과로 나오는 산물을 어떻게 예측해야 하는

지 등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3. 제 3단계는 시험활동과 자료관리로서 실제의 

시험활동계획을 작성하고, 시험을 수행하며, 2

단계에서 확인된 자료요구에 대한 관리이다. 시

험평가 관리자는 과거에 기록된 자료 중에 적용

이 가능한 가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와 시

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새로운 자료가 무엇인

지를 판단한다. 필요한 시험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료가 모아지도록 계획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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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야 된다. 자료는 4단계에서 사용되기 전에 

완전성, 정확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하여 검토

(Screen)한다.

 4. 제 4단계는 시험 후 종합 및 평가로서 3단계

로부터 시험 자료을 2단계 자료와 기술적, 운용

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교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는 자료가 종합되고 하나의 정보로 전환되는 시

기이다. 만약 시험결과자료가 예측한 자료와 다

를 때에는 성능 차이가 사실인지 또는 컴퓨터 시

뮬레이션의 충실성 부족, 불충분 또는 부정확한 

시험지원 설비, 계측에러, 또는 잘못된 시험절차

와 같은 시험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

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전술, 운용환

경, 체계 성능요소, 그리고 종합 군수지원에 대

한 가정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선택되고, 완전하

게 묘사되어야 하며 시험 전에 문서화 되어 있어

야 한다.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은 통상 성능효

과 및 적합성의 평가 결과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

료분석 기간에 사용한다.

5. 제 5단계는 의사결정자가 적절한 활동의 경로

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평가 정보를 다른 설정

된 정보에 비교하여 비중을 주는 일이다. 이 과

정에서 추가적인 시험자료 요구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험평가 과정을 다시 반복해

야 한다.

시험평가 기본 계획서 | 試驗評價基本計劃書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종합적으

로 명시한 문서로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에

서 작성하며, 개발시험평가계획서와 운용시험평

가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 TEMP(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시험평가 기준 | 試驗評價基準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Basis

시험항목에 대한 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시

험대상의 정량적 정성적 판단기준

시험평가 보류 | 試驗評價 保留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Defer

시험평가 진행 중 결함 등이 발생되었으나 사업 

기간 내 결함 등 사유 해소 및 재시험평가/판정

이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지 않

음. 수행된 시험평가 결과는 유효하되 관련기관 

검토 및 합의로 유효범위를 결정

시험평가 분석 기술 | 試驗評價分析技術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Mesurement Plan

M&S 기반의 개발 벤치 및 통합 시험 체계를 개

발하여 모의 및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작하고 시

험평가를 수행하는 기술. 체계 종합 기술을 구성

하는 체계 시험평가 기술 중 하나이다.

시험평가 중단 | 試驗評價 中斷 | 정책/제도

Test And Evaluation Suspend,

시험평가 진행 중 결함 등이 발생되어 사업 기간 

내 결함 등 사유 해소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시

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음. 이때 수행된 전 시험평

가 결과는 무효

시효성 물자 | 時效性物資 | 사업/계약관리

Prescription Supplies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거나 

변하기 쉬운 물자로서 그 성능이 만족한 상태로 

유효할 수 있는 일정한 수명 기간이 명시된 물자 

중 그 시효가 임박하였거나 경과되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물자.

시효성 품목 | 時效性品目 | 사업/계약관리

Prescription Item

일정 기간 내 사용하여야만 그 효능과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이는 낱개 품목별로 생

산제조 년, 월, 일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하

고, 선입선출(FIFO)이 가능토록 저장하며, 품목

별로 시한 표찰을 부착한다.

식별 검사 | 識別檢査 | 사업/계약관리

Identification Inspection

관능검사 과정에서 증빙서와 현물의 물품번호 등

의 일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미연방보급목록(FED-LOG), 기술지시

(TO)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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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불가품 | 識別不可品 | 사업/계약관리

적송된 물자를 확인한 결과 청구한 품목과 유사

하면서도 일치하지 않으며, 가용한 각종 제원을 

검토하고 대조한 결과 어떠한 물자인지를 식별할 

수 없는 품목을 말한다.

식별 자료 목록 | 識別資料目錄 | 사업/계약관리

Korea Identification List

식별자료목록(KIL)은 종합품목기본철(TIR)에 

수록된 모든 서술형식별 품목에 대한 특성자료

를 제공한다. KIL은 기본적으로 품명을 기준으

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군급분류(FSC)번호 단위로 

구분되며, 품명,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식별 정보 | 識別情報 | 행정공통

Identifiable Information

해당 정보에 의하여 그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해썹) 

| 食品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HACCP) |

사업/계약관리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

하기 전까지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신개념 기술 시범 | 新槪念技術示範 | 정책/제도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

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

을 군사적 실용성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

내의 단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 성과를 합동 요구능력을 갖는 긴요 전력으

로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서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은 유사환경에서 성능

시현이 가능한 기술수준으로 단기간 시제제작 등

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군 운용환경하에서 시범이 

가능한 완성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핵심구성품

은 체계에 포함하여 시범이 가능한 완성품 및 무

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을 구현하는 구성

품을 의미한다. ACTD 사업의 일정수준 성숙된 

기술에 대한 시현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은 

새로운 작전개념 및 능력, 군사교리 및 군사훈련 

등이며, 최초 요구능력에 대한 만족/불만족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신궁 | 神弓 | 무기체계

국내 기술로 개발된 휴대용 SAM으로 명중률이 

우수하고 도수운반이 용이하여 효과적인 방공작

전수행이 가능한 무기체계로서 휴대용 지대공 유

도무기(K-PSAM1)의 통상명칭이다.

신규 단체 | 新規團體 | 사업/계약관리

New Organization

단체 중 수의계약 근거에 따라 전년도에 방위사

업청과 계약하여 정상 납품한 실적이 없는 단체

를 말한다.

신규 부호 | 新規負號 | 사업/계약관리

New Code

업체에서 신규품목에 대한 조사표 작성시 기존에 

부여된 코드가 없으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

여한 코드

신규 사업 계획서 | 新規事業 計劃書 | 

정책/제도

New Business Plan

중기 발전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력과 

예산이 추가되는 긴요 사업계획 문서를 말한다.

신규 사업자 | 新規事業者 | 사업/계약관리

New Operator

1.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2. 중기계획 대상기간(F+2～F+6년)내에 처음으

로 계획되는 사업

신규 업체 | 新規業體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자료를 처음 제출하거나 방

산물자 감손율 산정제도를 처음 적용 받고자 하

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신규 착수 사업 | 新規着手事業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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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 A New Business

국방부 정책 회의에서 결정된 긴요 전력 사업으

로서 중기계획 대상 기간(F+2∼F+6년)에 최초

로 반영하면서, 중기계획 기준 연도(F+2년)에 

바로 착수하는 사업이다.

신규 품목 | 新規品目 | 사업/계약관리

New Item

제품의 형태, 용도, 재질, 기능등이 새로운 규격

서에 의해 계약되어 생산하는 제품의 목록으로 

처음으로 방산물자의 감손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품목을 말한다.

신기술 시범 | 新技術示範 | 정책/제도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미성숙된 기술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성공 시 곧바로 체계개발에 돌

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 위험 축소 및 기술 통합

을 하는 것으로, 군사 능력 또는 비용 대비 효과

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ATD(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기술 활용 정책 | 新技術 活用政策 | 

정책/제도

국방 첨단기술이나 민수분야의 최신 기술을 무기

체계의 형상관리 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신뢰도 | 信賴度 | 사업/계약관리

Dependability, Reliablity

1. 표본조사한 부품들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정

도를 말한다.

2. 어떤 체계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

안 고장 없이 의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확

률로서 고장빈도와 관련된 요소이다.

3. 계기, 기기 또는 부품 등이 규정된 조건에서 

의도하는 기간 동안, 규정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

행하는 확률. ☞ 신뢰성(信賴性)

4. 표본조사한 부품들에 대한 자료의 신뢰성 정

도를 말한다.

신뢰도 예측 | 信賴度豫測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Prediction

어떠한 시스템의 초기 개념 형성단계부터 시스

템의 개발,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시스템 설계를 

평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신뢰도 예측은 운

영개념의 선택, 부품 품질 수준의 변경, 감쇠 요

소의 적절한 적용, 최신의 방법 사용 또는 입증

된 방법의 사용 등 설계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인 기본 자료를 제공한다. 새로운 장비가 제조되

거나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그 상품의 정확한 신

뢰도 예측을 토대로 유지비용, 재고량, 품질보증 

비용, 시장성 등을 예측한다. 

☞ 부품 계측기법, 부품 부하 분석기법

신뢰도 예측 자료 | 信賴度豫測資料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Prediction Data

신뢰도 제원 입력 후 분석도구 등을 활용하여 산

출한 값.분석을 위해 장비의 운용환경을 고려 팩

터값을 입력하며,이렇게 산출된 자료는 군수지원 

분석 및 CSP소요산출 시 기초제원으로 입력된다.

신뢰도 중심 정비 | 信賴度中心整備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고장유형 및 영향분석의 결과를 신뢰도 중심 논

리에 적용하여 각 고장 유형/품목에 대하여 고

장 예장을 위한 예방정비 업무의 필요성과 적합

성을 분석하여 예방정비 대상품목과 주기를 설정

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의 수명주기비용으로 무기

체계/장비에 설계된 고유 신뢰도와 안전도를 유

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정비업무 소요 및 업

무량, 그리고 업무의 최적 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해석적인 방법이다. 

☞ 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도 평가 | 信賴度評價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Evaluation

신뢰도 평가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하도록 정

보를 제공하고 수명주기 비용의 요인을 결정하는 

등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무기체계의 운

용 적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활동이다. 신뢰도 평

가는 신뢰도 시험 결과를 분석, 판단하여 설정된 

신뢰도 목표값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다. 신뢰도 평가는 최초 설정된 신뢰도 목표 값

과 비교하여 시험평가 결과 값이 목표값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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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할당

면 사업을 진행하고 작다면 설계 변경 및 목표값 

수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군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부품 국산화 증

가에 따라 신뢰도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신뢰도 

평가는 체계 장비 및 유지 부품류로 구분하여 평

가를 한다. 체계 장비에 대해서는 소요군이 작전 

운용 성능(ROC)을 제기하면 국방 과학 연구소가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되게 설계 및 개발하고 개

발 시험평가를 통해 요구 성능을 확인하고 군에

서는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ROC를 확인한다.

신뢰도 할당 | 信賴度割當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Allocation

장비 계층도의 상위 계층으로부터 설계가 가능한 

최하위 계층까지 신뢰도(고장률 혹은 MTBF값)

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할당률은 유사 

장비의 경험이나 공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성 | 信賴性 | 정책/제도

Reliablity

부품이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장없이 일

정 기간 동안 최초의 품질 및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

신뢰성 분석 | 信賴性分析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Analysis

신뢰성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조사 대

상자로부터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응하였는

가를 분석할때 사용하는 것이다.

신뢰성 시험 | 信賴性試驗 | 사업/계약관리

Reliability Test

제품의 수명 또는 고장률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으로, 개발·제조과정에서 신뢰성 향상, 평가, 

보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시험을 의미한다.

신뢰성(도) | 信賴性(度) | 정책/제도

Reliability

어떤 품목이 정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조건에서 

요구기능을 수행할 능력(확률). 신뢰도는 임무 

신뢰도(Mission Reliability)와 군수지원 신뢰도

(Logistic Reliability)로 구분된다.

신뢰수준 신뢰 계수 | 信賴水準信賴係數 | 

정책/제도

신뢰구간 또는 통계적 포함구간과 관련된 확률값

을 말한다.

신속 보급 제도 | 迅速補給制度 | 행정공통

Quick Supply System

직접 지원 시설급 부대에서 선정된 수리부속품

을 별도 저장하여 창고에서 약식 절차에 의거 수

요자에게 직불하는 보급 제도를 말한다. 신속 보

급 제도의 목적은 행정 간소화, 신속한 보급이

다. 적용 부대는 직접 지원 시설(사단 포함)과 직

접 지원 시설의 거래 부대(편성 부대, 공장 보급

반)이다. 대상 품목은 규정 휴대량 목록(PLL), 

인가 저장 목록(ASL), 단가 $7.50 또는 ￦5,000

원 이하, 볼트, 너트, 스크류, 핀, 와셔 등 계수용 

및 시장성이 없는 소형 품목 등이다. 제외 대상

은 비밀, 취급주의 품목, 시효성 품목, 위험품목

(인화성 물자), 폭발물, 계절성 품목 등이다.

☞ QSS(Quick Supply System)

신영 공사 | 新營工事 | 사업/계약관리

병영 기본 기획서에 의거 병영 기본 시설 및 기

존 부대 부족 시설 보충과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의 사업 요구는 공병 부서에서 담당

한다.

신용 평가 | 信用評價 | 사업/계약관리

Credit Rating

차입자의 신용상태 및 재무상태를 조직적으로 평

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평가요소중 기

업의 영업력, 경영자의 자질, 기술개발상황 및 

재무구조 등이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의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

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주식평가와

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높은 신용 등급을 획득

했을 경우 낮은 자금조달 코스트로 소요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수익

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신용장 | 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Credit

개설신청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은행 자



319

ㅅ

실발생 불량

신을 위하여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환어음의 인수, 지급 또

는 매입할 것을 어음발행인과 어음수취인에 대하

여 약정하는 증서

신용장 개설 수수료 | 信用狀開設手數料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Credit Opening Charges

외국환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

담료적인 성격의 비용

신재생 에너지  | 新再生 Energy  | 행정공통

New Regeneration Energy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한 에너지나 햇

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의 재생 가

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

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

지 등이 있다. 

신청 기업 | 申請企業 | 정책/제도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 중 개발비지원사업에 따

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

업을 의미한다.

신청인 | 申請人 | 정책/제도

Applicant

DQ마크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신탁 자금 | 信託資金 | 사업/계약관리

Trust Fund

미국 무기수출통제법에 의하여 대외군사판매

(FMS) 물자의 판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금 중 실

정산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별도 협정에 의거 미

국 연방준비은행(FRB)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

안 투자가용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

한다.

신호 처리 기술 | 信號處理技術 | 무기체계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주위 잡음 전파에 의해 식별할 수 없었던 미약한 

레이더 신호를 컴퓨터를 이용해 특정 주파수 대

역과 위상에서 반복 처리함으로써 가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레이더 등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실기동 시뮬레이션 | 實機動simulation | 

정책/제도

Live Simulation

1. 특정 시스템을 모의함에 있어 참여 인원 및 장

비가 모두 실제 인원과 장비가 활용되는 시뮬레

이션. 

2. 실제 시스템 운영에 실제 사람이 참여하는 시

뮬레이션 유형으로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격 훈련

장, 과학화 훈련장 및 야외 기동 훈련 등이 있다.

실리콘 수지 도료 | Silicon 樹脂塗料 | 

정책/제도

Silicon Resin Paint

실리콘 수지는 내열성, 내한성, 내후성이 좋고 

우수한 전기적 특성 및 특이한 계면특성을 갖고 

있어 공업용 재료로서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

다. 실리콘 수지는 본래 열이나 빛에 대한 안정

성이 좋아 도막의 황변현상, Chalking, 광택의 

소실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한 

성능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실무 장교 | 實務將校 | 사업/계약관리

Action Officer

프로젝트, 참모 협조 및 의사결정 자료 책임이 

있는 장교를 말한다.

실물 모형 | 實物模型 | 정책/제도

Mock-up

특정 장비나 제품의 설계 검증, 전시, 교육 등을 

하기 위해 실물과 동일하게 또는 축적을 적용하

여 만든 모형. 실물과 형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

지만 작동은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설계 검증을 위하여 비교적 가격

이 저렴하고 가공이 용이한 재료로 만든다.

실발생 불량 | 實發生 不良 | 사업/계약관리

원자재 및 재료의 투입시점부터 제품이 완전 조

립되어 합격통지서가 업체에 통보되기까지의 과

정에서 공정특성상 정상적으로 발생된다고 인정

된 불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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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실투입 비용)

실비용(실투입 비용) | 實費用(實投入費用) | 

사업/계약관리

Actual Cost

주어진 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된 모든 

직접비 및 간접비

실셈 재물 조사 | 實셈財物調査 | 

사업/계약관리

Actual-count Inventory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거래 내용에 대

하여 장부상 재산과 실보유 재산을 비교 후 손망

실 여부를 확인. 실셈 재물조사는 개창식 재물 

조사와 폐창식 재물 조사가 있다.

실속 경고 장치 | 失速警告裝置 | 무기체계

Stall Warning System

날개의 받음각이 실속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

에 도달할 때 조종사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이다.

☞ SWS(Stall Warning System)

실시 | 實施 | 정책/제도

Implementation

1. 사업 수행 결과를 사용(수행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

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연구개발 결과를 사용하

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 이전을 포

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일체의 과정 또는 행위.

실시 설계 | 實施設計 | 사업/계약관리

Working Design

기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설계 기준 등 제반 

사항에 따라 기본 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

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 설계 도서 형식으로 충분

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입찰 

| 實施設計技術提案入札 | 사업/계약관리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실시 설계 시공 입찰 | 實施設計施工入札 | 

사업/계약관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과 

기본 설계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시설 설

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

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실시 설계서 | 實施設計書 | 사업/계약관리

Working Design Drawing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 | 實時間data處理機 | 

무기체계

Real Time Data Link Processor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탑

재한 장치. 연대급 이상의 전산 쉘터에 설치하여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각종 탐지, 타격 수단 

자료를 접수-처리-전송하는 기능을 가진다.

실용화 | 實用化 | 정책/제도

Put to Practical Use

연구개발이 완료된 핵심 기술 또는 부품을 체계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실적 가격 | 實績價格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Price

조달 본부, 수요군, 조달청, 기타 국내 수요 기

관, 상사 등에서 과거에 실제로 국내에서 구매

하거나, 판매자 국가의 정부 기관, 제3국 등에서 

과거에 실제로 구매한 가격.

실적 가치 | 實績價値 | 사업/계약관리

Earned Value

사업 성과 관리 체계에서 완료된 작업 패키지의 

합과 진행 중인 작업 패키지의 완료된 부분과 간

접 및 비례 작업의 적정 완료 부분을 말한다.

실적 평가 | 實績評價 | 정책/제도

Performance review

기록·보관된 성과관리 및 업무관리 자료를 관

련법령·규정 및 제8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각 부서 조직 및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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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항목별 점수 또는 순위 등을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함을 말한다.

실적가 | 實績價 | 사업/계약관리

Historical Price

방위사업청, 소요군, 방산업체 등 국내 조달기관

이 과거에 구매한 가격과 판매국의 판매가 또는 

제3국 정부가 과거에 구매한 가격 등을 말한다.

실제 | 實際 | 정책/제도

Live

현실의 경우 또는 형편, 사실을 말한다. ↔ 가상

실제 발생 원가 | 實際發生原價 | 사업/계약관리

Actual Cost

계약 이행 기간 중 또는 계약 이행 후에 획득된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방산물자의 원가 계산

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총 원가.

실제 비용 | 實際費用 | 사업/계약관리

Outlays

수표발행,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다른 지

출. 총예산지출은 예산에 반영된 금액 및 다른 

자금의 합에서 영수된 금액(반환금 및 상환금)을 

공제한 비용들의 합으로 구성됨.

실제 원가 계산 | 實際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실제의 가격 및 실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원

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직접 비용 | 實際直接費用 | 사업/계약관리

Actual Direct Costs

계약에서 특정하게 식별된 비용이며 계약자의 비

용 식별 및 집계 체계를 기반으로 관할 국방 계

약 감사국의 승인을 얻는다. 

☞ ADC(Actual Direct Costs)

실투입 비용 | 實投入費用 | 사업/계약관리

Actual Cost,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사업 성과 관리 체계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작업

을 수행하면서 실제 발생하고 집계된 비용을 말

한다. ☞ AC(Actual Cost), ACWP(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실행 시간 오류 | 實行時間誤謬 | 사업/계약관리

Runtime Error

프로그램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써 프로그

램 실행정지, 오동작, 메모리 누수 등을 유발하

는 결함을 말한다.

실험 시제품 | 實驗試製品 | 정책/제도

Experimental Prototype

탐색개발 단계에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감소시

키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실적인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시험 제품을 

말한다.

실험실 시험 | 實驗室試驗 | 정책/제도

Experimental Test

실험실이나 온실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으로 자연

환경에 의한 실험 오차를 적게 하고 학술적인 기

작이나 요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재현 시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

나 실험 결과가 포장 상태에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실험실 환경 | 實驗室試驗 | 정책/제도

Test In Laboratory

1. 구성품 또는 실험용 조립품의 기능을 실험하

기 위해 구성된 환경을 말한다.

2. 외부요인이 통제된 환경(비운영적 환경)을 말

한다.

3. 실험실이나 온실 등에서 수행하는 시험으로 

자연환경에 의한 실험 오차를 적게 하고 학술적

인 기작이나 요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

절에 관계없이 항상 재현 시험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실험 결과가 포장 상태에서 적용하기 곤

란한 경우도 있다. 

심사 분석 | 審査分析 | 정책/제도

Review And Analysis

기계획된 사업과 예산을 집행 과정 중 또는 집

행 완료 시 목표와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

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규명, 개선 대안을 제시

하여 시정 조치함은 물론 분석 결과를 차기 계획 

발전에 반영하는 평가를 말한다. 심사 분석은 계

획된 사업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투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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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경제적, 효율적, 능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설정된 기간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기

능임.

2.수행중인 계획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그 집행과정을 관

리하고,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

업추진 및 차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업무이다.

심사 평가 | 審査評價 | 정책/제도

Review And Assessment

당해 연도 집행 중 또는 집행이 완료된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문제점을 

발견, 시정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

하는 분석평가이며, 국방부에서 선정한 사업과 

군 자체 심사 평가 계획에 의거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심수 통과 능력 | 深水通過能力 | 무기체계

Deep Fording Capability

하천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하여 차체 내에 방수 

장치를 갖춘 또는 특수한 방수 장구를 장비한 자

주포 또는 차량의 통과 능력이다.

심해 구명정 | 深海救命艇 | 무기체계

Deep Sea Lifeboat

1,500미터 정도의 깊은 바다에 침몰한 잠수함의 

승무원을 구조하기 위하여 만든 소형 잠수정이다.

심해 잠수 구조정 | 深海潛水 救助挺 | 무기체계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

잠수함 승조원 구조, 해저 탐색, 심해 수중작업 

지원용으로 운용되는 장비로서 국외구매로 확보

하였다.

싱크로트론 복사 | synchrotron輻射 | 행정공통

Synchrotron Radiation

광속(光速)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와 양

전자와 같은 하전입자(荷電粒子)가 싱크로트론가

속기나 저장링(storage ring)에서 원운동을 할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

씨링 보급 제도 | Ceiling補給制度 | 

사업/계약관리

Ceiling

개발 도상국에 대한 특혜방식의 하나로서 대상 품

목에 일정한 수입 한도(씨링)를 설정하고 그를 초

과하지 않는 수량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원칙

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미국 등은 일

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관세로 씨링없이 특

혜를 제공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제 조항

(Escape Clause)을 발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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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집적 회로 | analog集積回路 | 

정책/제도

Analog Integrated Circuit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회로들

을 소형 집적화시킨 것을 말한다.

아라미드 섬유 | aramid纖維 | 전력지원체계

Aramid Fiber

폴리아미드(polyamide)는 지방족 또는 방향족 

아미드의 주쇄구조를 갖는 폴리머. 우수한 내마

찰성, 탄력성 및 내마모성, 낮은 마찰계수, 높은 

충격강도를 갖는다. 지방족 폴리아미드는 일반적

으로 나일론이란 상표명으로, 방향족 폴리아미드

는 아라미드라는 상표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방

향족 폴리아미드는 난연성 섬유직물, 타이어 코

드 등의 섬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뛰어난 내

열성과 높은 인장강도를 갖는다. 미국의 듀폰 사

가 케블러(Kevlar)라는 상품명으로 상품화하여 

고기능 제품의 재료로 잘 알려져 있다.

아리아 | ARIA | 전력지원체계

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차세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아리아는 전자 정

부 시스템을 비롯해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정보 

보호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 보안 기술 연구

소(NSRI) 주도로 학계, 국가 정보원 등의 암호 

기술 전문가들이 개발한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이

다. 아리아는 민간 암호화 알고리즘 시드(SEED)

와 함께 전자 정부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용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스마트 카드 등의 초경량 환경 

및 고성능 서버 환경 등에서 시드에 비하여 상대

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RIA(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아서 | ARTHUR | 무기체계

ARTHUR

스웨덴에서 개발한 탐지거리 60km, 위상배열방

식의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적 타격수단을 신속 

정확하게 탐지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

이다.

아웃소싱 | Outsourcing | 행정공통

Outsourcing

조직의 기능 혹은 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 업체

에 위탁하거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영 전략이다. 조직 업무 중에서 부가가치가 낮

은 단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서 기업은 꼭 

필요한 부분만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

며, 기업들은 자신의 역량을 핵심 부분에 집중시

키고 비 핵심부분은 외부의 전문 능력을 활용함

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아웃소싱과 유

사개념으로 외주, 하청, 업무 대행, 분사, 컨설

팅, 인력 파견 등이 있으며 원세트(One-Set) 또

는 인소싱(Insourcing)은 아웃소싱의 대칭적 용

어로서 모든 경영 활동과 원·부자재 등을 자체

적으로 생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웃소싱

의 장점은 전문 업체 위탁으로 자원을 핵심적인 

활동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에 자원을 집중시

킬 수 있고 외부 조직의 최신 기술 경험을 활용 

가능하고 아웃소싱 대상 분야의 기초 및 기반 기

술에 대한 투자 없이 응용 기술을 바로 활용 가

능하다는 장점과 조직 내의 요구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가 곤란하고 계약의 중단, 파기와 공급 

업체의 변경이 어렵고 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아크 방전 | arc放電 | 행정공통

Arc

1. 가스를 통한 전기 방전. 음극 바로 옆에서 전

압 강하에 의한 특성을 나타내며 근사적으로 가

스의 이온화 전위와 같다. 2. 절연 매질 사이에

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전기 불꽃 방전. 일반적

으로 전극의 부분적인 휘발이 발생한다.

아크릴 수지 도료 | Acrylic 樹脂塗料 | 

정책/제도

Acrylic Resin Paint

아크릴 수지는 아크릴산이나 메타크릴산 등의 에

스테르로부터의 중합체를 말한다. 메타크릴산메

틸에스테르의 중합체가 대표적인데 무색, 투명하

며 빛 특히 자외선이 보통 유리보다도 잘 투과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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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옥외에 노출시켜도 변색하지 않고 내약품성

도 좋으며 전기절연성, 내수성이 모두 양호하다.

아키텍처 | Architecture | 정책/제도

Architecture

1. 체계와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품의 특성, 구조

와 관계 등을 기능적, 물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개념적 표현방법이다. 2. 조직 또는 체

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구조와 관계성 

그리고 그들의 설계와 진화 과정 모두에 관계하

는 원칙과 지침을 말한다.

아키텍처 산출물 메타데이터 

| Architecture産出物 메타데이터 | 정책/제도

Architecture Product Metadata

아키텍처 산출물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에 대

한 데이터로, 아키텍처 산출물 구성항목의 엔티

티, 속성, 그리고 관계성을 말한다.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 Architecture Framework | 정책/제도

Architecture Framework

정보기술아키텍처 수립,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정의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서 정보기

술아키텍처 활동을 위한 기본체계를 말한다.

아태지역 통신협의체(APT) 

| 亞太地域 通信協議體(APT) | 정책/제도

Asia-Pacific Telecommunity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기 통신 개발의 촉진과 

지역 전기 통신망의 정비·확충에 대한 국제 협

력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 기구. 태국

의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76년 아시아·태

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ESCAP) 총회에서 채택된 

헌장에 따라 1979년 발족했다. 국제 전기 통신 협

약에서 정하는 지역 전기 통신 기관이며,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가맹국과 가맹국의 주요 전기 통신 사업체를 망

라하는 찬조 가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성 소프트웨어  | 惡性 software  | 정책/제도

Malicious Software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

로 악성 코드(Malicious Code) 또는 악성 프로

그램(Malicious Program) 등으로도 불린다. 실

행 가능한 코드에는 프로그램, 매크로, 스크립

트 뿐만 아니라 취약점을 이용한 데이터 형태도 

포함된다. 악성 소프트웨어는 가장 광범위한 개

념이며 자기 복제 능력과 감염 대상 유무에 따라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등으로 

분류된다. 최근의 악성 소프트웨어는 첨부파일을 

열어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설치하는 

종래의 통념을 벗어나 단지 검색 페이지의 링크

나 이미지를 클릭하기만 해도 원치 않는 소프트

웨어가 설치되거나, 시스템이 하이재킹 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악작용 | 惡作用 | 정책/제도

Malfunction

탄약이 정상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장전 및 발

사불능, 불발, 조기 및 지연폭발, 근원탄 발생, 

비정상폭발 및 연소, 예광 및 조명 불능, 파열 및 

파손, 조성품 이탈 등 비정상 적 상태가 발생함

을 말하며 탄약 자체결함이 아닌 외부 영향에 의

해서 발생된 악작용은 제외한다. 악작용은 기능

미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A급 악작용

인명이나 장비에 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거나 발

생 가능성을 내포한 악작용

2. B급 악작용

소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안전, 임무수

행에 지장이 없는 악작용

안보 지원 | 安保支援 | 사업/계약관리

Secutiry Assistance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등 관련법률에 의

거 미정부가 국가 정책과 목표에 부합하는 군사

장비, 교육, 관련 용역을 무상증여, 차관, 현금

판매, 임차 및 대여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총채이다.

안보 지원 계획 | 安保支援計劃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Assistance Program

1961년 개정된 대외 원조법에 의거, 미 대통령에

게 부여된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은 무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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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동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안보 지원 계획

은 이전의 군사 지원 계획(MAP)의 명칭이 변경

된 것으로 교전 국가에 대한 원조 정책이 아니고 

수원국이 외부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도록 주로 

훈련 장비가 제공되는 원조이다. 

☞ SAP(Security Assistance Program)

안보 지원 관리 검토 | 安保支援管理檢討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Review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의 현상

태를 결정할 목적으로 안보지원조직에 의해 이루

어지는 관리 검토. 이런 검토는 구매국의 안보지

원 프로그램의 전범위를 포함할 것이다. 

☞ SAMR(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Review)

안보 지원 관리 교범 | 安保支援管理敎範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미국방부 지침 5105.38에 근거하여 DSAA가 발

행한 교범으로, 미 국방부 내 안보지원 행정을 

통제하는 절차, 책임, 정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 SAMM(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안보 지원 정책 및 절차 

| 安保支援政策 및 節次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Assistance Policies and Procedures

미국방부 DODI 7290.3에 근거하여 Defense 

Finance and Accounting Service(DFAS)에 의

해 발행된 교범이다. 이는 관리, 재정문제, 회계, 

가격결정, 미 국방부 예산계좌로 상환을 위한 예

산편성, 회전자금, 감사, 국제적인 대금지급 잔

액, 및 미 국방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을 포함한 안보지원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절

차를 설정한다.

안보 지원 조직/사무소 | 安保支援組織/事務所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Assistance Organization/Office

SAO는 실제 타이틀과 관계없이, 안보지원관리

기능 수행이라는 책임이 부여된, 외국에 소재하

고 있는 모든 미 국방부 부서를 포함한다.

☞ SAO(Security Assistance Organization/

Office)

안보 협력 정보 지원 체계 

| 安保協力情報支援體系 | 사업/계약관리

Security Cooperation Information Portal

미국 정부가 FMS 업무에 대해 군수지원정보 및 

재무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웹기반 정보지

원체계이다.

안전 간격 | 安全間隔 | 사업/계약관리

Safety Distance

재고 관리에서 안전 간격이란 저장되어 있는 물

자에 위험을 가하는 모든 저해 요인으로 부터 물

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면적

과 간격을 말한다.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서 물

자의 보호는 물론 내부 시설 및 수평 수직 공간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창고벽이나 방화

벽의 보호와 외부벽으로 부터의 습기로 인한 저

해 요소를 방지할 수 있다. 안전 간격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자는 그 가연

성에 따라 점유 면적 및 안전 간격에 제한을 받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위험성 물자는 점유 면적이 185㎡ 초과

할 수 없으며, 2개 소 이상일 때는 퇴적 간의 간

격은 1.2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온건성 물

자는 점유면적 740㎡를 초과할 수 없고, 각 퇴적 

간에는 1.8m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가연성 물자나 저가연성 물자인 경우에는 점유 

면적과 안전 간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퇴적고

에 대한 안전 간격은 위험성에 중점을 두고, 위

험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설정한다. 위험성 물자 

및 자동 소화 시설이 없는 창고에는 퇴적고에 관

계없이 천정과 90cm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동 소화 시설이 있는 창고는 퇴적고가 

4.5m 이상일 때는 90cm 이상 그리고 퇴적고가 

4.5m 이하일 때는 45c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

다. 내부 시설의 조명 시설, 냉난방 배관 시설 주

위 등에는 45cm 이상 안전 간격을 유지하며, 방

화벽과 안전 간격은 벽으로부터의 습기의 침입과 

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cm를 초과

하지 않도록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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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계수 | 安全係數 | 행정공통

Safety Factor

평균 강도의 평균 부하에 대한 비율. 기계 구조

물 설계에서는 정격(최대 부하)에 대한 설계 여

유로 안전 계수를 해석한다.

안전 비행 | 安全飛行 | 정책/제도

Safety-Of-Flight

인명에 대한 상해 및 장비, 물자 또는 환경 등의 

손상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을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 및 종결

하기 위한 특정 항공기 체계 형상의 특성을 말하

며, 안전비행은 비행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검토

되어야 한다. ☞ SOF(Safety-Of-Flight)

안전 수준 | 安全水準 | 사업/계약관리

Safety Level

1. 수요 증가, 수송 지연시를 대비하여 계속적인 

보급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운용 수준에 부가

하여 필요한 보급품의 수량 또는 보급 일수를 말

한다. 안전 수준은 수요 격증, 수송 지연 시를 대

비한 보급품의 수량이기 때문에 현 재고에 의하

여 운용되고 운용수준 이외에 추가적인 보급품

이며, 일수 또는 수량으로 설정된 현재고의 최소

량이다. 안전 수준의 결정시 고려 사항은 수요 

변동 폭의 광·협, 수송 수단의 견실성 여부, 적

정 재고 수준으로서의 경제성 등이다. 수요 변동

이 극심하면 이에 상응하여 안전 수준량도 많이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 수단의 신뢰도

가 높을 경우에는 안전 수준의 설정은 그만큼 축

소되어도 부대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며, 수

송 수단이 건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비할 

안전 수준은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 

수준은 성질 상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비상시에 

대처할 신뢰성은 높아지겠으나 초과 재고로서의 

비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적정 안전 수준을 설정하기 위

해 고정 안전 수준과 가변 안전 수준의 두 가지 

설정 방법이 있다. ☞ SL(Safety Level) 

2. 지속적인 운영유지를 위하여 운영수준의 물자

에 추가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수량

안전 재고 수준 | 安全在庫水準 | 사업/계약관리

Safety Stock Level

예기치 않았던 수요, 수리 주기 시간(Repair 

Cycle Time), 보급선(Pipeline), 획득 지연 시간

과 의외의 지연 기간 동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수준에 추가하는 재고 일수.

안전 조치 평가 | 安全措置評價 | 행정공통

Safeguard Assessment

위험 평가 단계에서 수립된 위험 감소 전략을 가

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안전 조치를 식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안전 중요도 | 安全重要度 | 정책/제도

Safety Critical

안전한 시스템 운용에 필수적인 어떤 조건, 상

황, 운용, 과정 또는 품목에 관한 적절한 인지, 

통제, 성능 또는 허용범위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안정화 장치 | 安定化裝置 | 무기체계

Stabilizing Device

1. 전차 등 차량이 굴곡된 노면을 주행할 때 발생

되는 차체의 요잉 및 포탑의 피칭 운동을 자이로

로 감지하여 변화된 값만큼 유압이 작동하여 그 

영향을 상쇄시키는 장치이다. 이러한 안정화 장

치를 통해서 포 및 포탑을 안정화시키며 이를 통

해 기동간 사격하는 무기체계의 명중률을 높인

다. 2. 석유를 정제할 때 쓰는 정류탑(精溜塔). 

탄화 수소 화합물을 안정시키는 데, 즉 탄화 수

소에서 유분(溜分)을 분리시키는 데 쓴다.

안테나 빔 조향 장치 

| Antenna beam操向裝置 | 무기체계

Steerable Null Antenna Processor

안테나를 움직이지 않고 안테나 빔을 조합하고 

조향시키기 위하여 배열 조합내의 각각 배열 안

테나의 출력에 대한 상대적인 위상과 작동 시간

의 단속을 통한 조정으로 배열 안테나의 상호 간

섭을 유도함으로써, 전체 안테나시스템의 전파

방사 패턴을 의도에 따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득이 최소인 Null을 형성하여 재머의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 SNAP(Steerable Null 

Antenna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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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전지 | Alkali電池 | 전력지원체계

Alkaline Battery

전해액에 수산화 칼륨(KOH) 수용액을 사용한 

것으로, 양극은 수산화 제2 니켈(Ni(OH)₃)이다. 

음극에는 철(鐵)의 분말을 사용한 것과 카드뮴의 

분말을 사용한 것이 있으며, 전자를 에디슨 전

지, 후자를 융그너 전지라 한다.

알키드 수지 도료 | Alkyd 樹脂塗料 | 

정책/제도

Alkyd Resin Paint

염기산(주로 무수푸탈산)과 다가 알코올(글리세

린 및 펜타에리스리톨)의 에스테르(Ester)를 기

재로 해서 다시 각종 기름 또는 지방산에 변성한 

합성수지를 도막 주

요소로 한 상온 건조 도료를 총칭한 것이다.  알

키드 수지는 알키드 수지 도료의 주원료일 뿐만 

아니라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니트로 셀룰로

오즈 래커, 인쇄 잉크용 등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료로서 도료용 합성수지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다.

암람 | 高等中距離空對空誘導彈 | 무기체계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AIM-120 암람(AIM-120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AMRAAM)은 조

종사들 사이에서 “슬래머”로 알려져 있는 현대식 

공대공 미사일(AAM:air-to-air missile) 이며 

전천후(all-weather)와 비가시거리(BVR)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암호 | 暗號 | 정책/제도

Cryptograph

통신문의 뜻을 감추기 위해 그 통신문을 변형하

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 용어는 기

호화된 통신문과 관련된 암호문이나 그 암호문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암호 운용 지시 | 暗號運用指示 | 행정공통

Crypto Operating Instruction

암호 취급 및 운용 방법을 규정한 지시서. 암호 

통신망에 관한 것과 특별히 중요한 운용에 관한 

방법도 포함됨.

암호 자재 | 暗號資材 | 행정공통

Crypto Material

암호의 조립, 해독 또는 전기 통신의 고유 식별에 

긴요한 모든 도구, 서류, 장치 및 기기를 말한다.

암호 장비 | 暗號裝備 | 무기체계

Protective Equipment For Secret Codes

정보 통신 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

보 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 프로그램을 내

장한 장비나 장치이다.

암호 해독 | 暗號解讀 | 행정공통

Cryptography Description

암호 절차의 역순으로 암호문을 평문화하는 것으

로서 암호분석에 의한 해독법은 포함치 않는다.

암호법 | 暗號法 | 행정공통

Cryptography; Cryptosystem

수학적, 전자 공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의 

전송/보관 시 보호, 가입자의 인적 사항 등을 보

호하는 것을 말한다.

암호키 | 暗號 key | 사업/계약관리

Encryption key

자료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 시키기 위하여 프로

그램 운용 이전에 초기 값으로 입력하는 자료를 

말한다.

압력 해제식 발화장치 | 壓力解除式發火裝置 | 

무기체계

Pressure-Release Firing Device

지뢰 및 부비트랩의 폭발에 사용하는 촉발 장치

의 하나. 사전에 조성되어 있는 일정 이상의 압

력을 제거했을 경우 작동한다.

☞ PRFD(Pressure-release Firing Device)

압전 세라믹 기술  | 壓電 Ceramic 技術  | 

정책/제도

Piezo Ceramic Technology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전기가 발생하는 모듈

을 세라믹 소자로 구성하는 기술. 유동인구가 많

은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통행 차량이 많은 교량 

등에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활용할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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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기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하루 

최대 90만명이 왕래하는 시부야역 바닥에 압전

세라믹 기술을 적용하여 30인치 LCD TV를 4시

간가량 시청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액세스 포인트 | Access Point | 행정공통

Access Point

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인터넷 접속을 도와 주는 중계 

장치를 말한다.☞ AP(Access Point)

야시 장비 | 夜視裝備 | 무기체계

Night Vision Device

야간에 육안보다 효과적으로 표적 장애물을 식별

하는 장비. 적외선 레이더를 조사하여 그 반사를 

빛 또는 소리로 만들어 식별하는 것과, 별빛이나 

달빛의 미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표적 조준용, 

차량 조준용, 경계 감시용이 있다. 

야전 구량 | 野戰口糧 | 사업/계약관리

Field Ration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야전 부대에 지급되는 

식량을 말한다.

야전 군수 지원단 | 野戰軍需支援團 | 행정공통

Field Logistics Support Group

야전에서 전투 부대에 필요한 각종 군수 지원을 

함으로써 전투 부대가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군수지원 부대의 하나이다. 

☞ FLSG(Field Logistics Support Group)

야전 기술 지원 팀 | 野戰技術支援Team | 

사업/계약관리

Technical Assistance Field Team

정상적으로는 1년 또는 그 이상, 전출(PCS)상태

에서 군 기능과 관련된 다른 특별기술에 관하여 

또는 지원체계, 무기, 기술, 구체적인 장비의 운

용, 정비, 사용에 군인력에 관하여 기술적인 지

원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외국에 전개된 미 국

방부 인력팀 ☞ TAFT(Technical Assistance 

Field Team)

야전 정비 부대 | 野戰整備部隊 | 행정공통

Field Maintenance Unit

편성 부대의 정비를 정비 지원할 목적으로 군지

사, 군지단의 예하 정비 부대와 사단의 정비 근

무대로서 편성 부대를 근접 정비 지원, 직접 정

비 지원하고 군지사 야전 정비 부대는 사단 정비 

근무대를 보강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부대를 

말한다.

야전 정비 종결 | 野戰整備終結 | 행정공통

Field Maintenance Close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및 물자에 대해서 야전에

서 정비 종결 후 폐처리를 실시함을 말한다. 야

전 정비 종결 대상 품목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

비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후송에 따른 제반 경비

를 절감하는 데 있다.

야전 축성 | 野戰築城 | 행정공통

Field Fortification

지형지물의 자연 방어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야전 

지역에 구축되는 축성으로서 개인호, 장애물, 교

통호 등을 포함한다. 이 축성은 방자로 하여금 가

능한 한 최대의 사격과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자의 기동과 사격의 효과를 제한하도록 한다.

야전 치중대 | 野戰輜重隊 | 사업/계약관리

Field Train

1. 전투에 즉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전투 근무 

지원을 제공하는 치중대의 하나로서 전방 부대와 

전투 치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상

급 부대와 협조가 용이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후방 지역에 위치하여 전투 부대의 작전 소

요를 획득 보급하고, 전투에 당장 소요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한다. 

2. 전방부대와 전투치중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는 동시에 상급부대와 협조가 용이하고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후방지역에 위치하여 전투부대

의 작전소요를 획득 보급하며, 전투에 당장 소요

되지 않는 기타의 보급품을 관리한다. 구성은 해

당 부대의 전투근무지원 요원 중 전투치중대 요

원을 제외한 잔여 인원으로서 통상 각종 분배소, 

수집소, 정비요원, 취사장 요원 등으로 편성한

다. ☞ 전투 치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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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도인

야전교범 | 野戰敎範 | 행정공통

Field Manual

군사 교육 및 작전에 관한 지시, 첩보 및 원칙 사

항과 참고 자료가 기술되어 있는 교리 문헌을 말

한다.

☞ FM(Field Manual)

야전군 | 野戰軍 | 행정공통

Field Army

상급 지휘 기구의 군사 전략 목표 또는 전역 계

획의 작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작전을 수

행하는 작전술 제대로서, 사령부 및 직할 부대와 

수개의 군단 및 사단 등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야전정비 | 野戰整備 | 행정공통

Field Maintenance

사용부대를 근접지원하는 3, 4계단 정비로서 이

는 지정된 정비부대 또는 기타 야전 정비부대에 

의하여 실시되며, 야전정비는 사용 불가능한 부

분품, 소결합체 또는 결합체의 수리, 분해수리 

및 수정과 교환 등의 정비를 수행함. 야전정비 

지원은 직접지원 및 일반지원 정비부대에 의하여 

지원되며, 야전정비 부대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

비의 범위는 각군본부에서 규정한다.

약식 규격서 | 略式規格書 | 정책/제도

Informality Specifications

1. 기술 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임시 규격서

로서 특정 품목의 조달 시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현품 채택시 적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규격서이다. 정식 규격 또는 잠정 규격화하지 아

니하고는 동일 품목의 군수품 조달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규격 작성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사용할 수도 있는 규격서를 말한

다. 약식 규격서는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 규

격서, 포장 규격서, 구매 규격서, 도면 규격서로 

구분한다. 

2. 용도와 조건에 따라 임시규격서, 포장규격서, 

구매규격서, 도면규격서로 구분한다.

약식 선하증권 | 略式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Short Form BL

1. 선하 증권이란 해상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 화

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

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을 말한다. 약식 선하 

증권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선하 증권상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을 생략한 것이다. 2.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장문의 약관

을 생략한 것이다. ☞ 선하증권

약정 | 約定 | 정책/제도

Arrangement

모(母) 조약을 시행하는 성격의 기관간 약정 체

결시 사용한다. 협정(Agreement)이라는 용어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약정 이자 상당액 | 約定利子相當額 | 

사업/계약관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방위산업 물

자 계약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시 적용된다.

약정 이자액 | 約定利子額 | 사업/계약관리

Contracted Interest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법정

이자(法定利子)에 대립된다. 당사자가 이자를 받

을 결정을 하였을 때는 이율도 정하는 것이 보통

인데 약정이자의 이율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자를 받을 약속은 했지만 이율을 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法定利子率)(민

법상의 경우라면 년5분, 상법상의 경우라면 년6

분)에 의한다(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이자

의 계산은 따로이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없는 한 

채권의 존속기간일수(存續期間日數)의 비율로써 

한다(민법 제102조 2항).

양도 | 讓渡 | 행정공통

Assignment, Disposition, Transfer, Transference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재산, 권리 및 법률

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이전함을 뜻한다. 군수

품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넘

겨주는 것이며, 지방 자치 단체, 교육 기관, 연구 

기관, 원호 기관, 기타 공익 기관에 무상으로 양

허할 수 있다.

양도인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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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단계

Assigner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양산 단계 | 量産段階 | 정책/제도

Mass Production

사업부서(IPT)에서 중기계획에 의거 군에 소요되

는 장비 및 물자를 연구개발완료 후 조달요구 되

고 계약체결 되어 軍에 보급되고 있는 단계로 사

업 종료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양산 단계 국산화 | 量産段階國産化 | 정책/제도

Mass Production Localization

양산 단계 국산화는 국내 연구개발 시 개발한 품

목 이외의 추가적인 하부체계 및 부품을 양산 단

계에서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과 기술 협력 

생산 초기 단계에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던 장비, 

부품 및 물자 등을 국내에서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이다.

양산 준비 검토 | 量産準備檢討 | 정책/제도

Production Readiness Review

무기체계개발 전 과정에서 개발품의 설계에 대한 

양산 실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양산시 품질, 일정, 비용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지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이다.

양수인 | 사업/계약관리

Assignee

양도인으로부터 계약이행으로 발생하게 될 금전

채권의 수령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양허 품목 | 讓許品目 | 사업/계약관리

Concession Item

특정품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 규정에 규정된 국방

부 양허 대상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어뢰 음향 대항체계 | 魚雷音響對抗體系 | 

무기체계

Topedo Acoustic Counter Measure

어뢰 음향 대항체계는 예인 음탐기 체계와 연동

하여 자함으로 공격해 오는 적 어뢰를 조기에 탐

지 및 자동경보하고, 고출력의 음향 방해신호를 

수중에 방사하여 어뢰를 교란 및 기만하여 자함

을 보호하는 음향 대항 장비체계이다. 

☞ TACM(Topedo Acoustic Counter Measure)

어음 | 사업/계약관리

Bill

일정의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갚기로 약속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가지는 것이다. 일정한 

시기,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으

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거나 또는 약속하는 유통

성 있는 유가 증권이다. 어음은 법률상으로 약속 

어음과 환어음이 있으며, 회계상으로는 받을 어

음과 지급 어음이 있다. 약속 기일 내에 지급되

지 않는 어음을 부도 어음이라고 한다.

업무 감사 | 業務監査 | 정책/제도

Performance Audit

경영에 있어서의 업무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를 말한다.

업무 관리 | 業務管理 | 정책/제도

Working Management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상의 의사결정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관리 시스템 | 業務 管理 system | 

정책/제도

Working Management System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업무 기능 부호 | 業務技能符號 | 사업/계약관리

Task Function Code

업무부호(Task Code)에서 ①항에 해당되는 부

호.품목의 운용 및 정의에 필요한 정비, 운용 또

는 지원기능을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 업무 부호

W 접근 G 설치 R 탈거

D 조정 P 주유 H 탈거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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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유관자

E 정렬 M 임무유형 변경 J 수리

F 교정 O 운용 C 손질

S 분해/조립 K 완전 분해수리 B 시험

Z 최종 수락검사 U 포장/포장수리 Y 수송

N 고장위치 탐지 V 보존 T 수송 준비

A 검사 L 재생

업무 기술서 | 業務記述書 | 정책/제도

Statement of Work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규격서(또는 요구사항)

에 기술되지 않은 업무, 업무기술서(SOW)는 체

계공학 활동에 대한 업무로 계약에 의해 부가되

는 의무의 일정이다

업무 부호 | 業務附號 | 사업/계약관리

Task Code

분석 중인 특정 품목에 관련된 각각의 정비 및 

운용업무를 고유하게 식별하며,특정 조건에 관련

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6

개 자료요소의 묶음이다.첫 5자리 ①~⑤는 업무 

자체와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고,6번째 자리⑥

은 첫 5자리 ①~⑤내의 동일한 기입사항을 갖는 

업무를 구별하기 위한 업무일련번호이다.

J G O

①

업무 기능 부호

(정비 형태)

②

정비주기 부호

③

정비계단 부호

A D AA

④

사용군 부호

⑤

운용도 부호
⑥

업무 일련부호

업무 분장 | 業務分掌 | 행정공통

Business Division

업무를 나누어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분할 구조 | 業務分割構造 | 사업/계약관리

Work Breakdown Structure

사업의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전체 작업을 그림상 구조(Family Tree)로 

표현한 것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

성하여 조직화하는 것을 말하며, 수준1(Level1)

은 체계(System: Entire defense materiel 

item), 수준2(Level2)는 최종조립체(End Item: 

Major elements of the defense materiel 

item),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체계 지

원요소로 하고, 그 하부단계의 수준3, 수준4, 

(---Level3, Level4, ---) 등 순차적으로 하

부체계를 구성 조직화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빈도 | 業務頻度 | 사업/계약관리

Task Frequency

해당업무의 수행, 또는 발생빈도를 연간 발생회

수로 표시한 것이다.

업무 소관 부서 | 業務所管部署 | 정책/제도

Affairs Ministry Department

당해 기관간 약정에 규정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 각 기관의 업무 주무 부서를 말

한다.

업무 수행 활동 | 業務遂行活動 | 사업/계약관리

Performing Activity

물자생산 또는 다른 계약자로부터 제품이나 용역

조달을 포함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책임을 지는 활동이다.

업무 아키텍처 | 業務아키텍처(OA) | 정책/제도

Operational Architecture

1.조직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위소요 

및 임무, 기능, 업무(Task)의 정보요구 사항, 정

보의 흐름, 업무절차(Business) 등을 묘사하는 

논리적 구조 집합체를 말한다. 

2. (JP 1-02) 전투기능을 지원하거나 혹은 완수

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들, 작전 요소들, 그리고 

첩보 유통체계들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업무 유관자 | 業務有關者 | 정책/제도

1. 특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조, 협력 또는 

지원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인사부서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평가대상자의 성과지표인 온-나라 업무카드

에 등록된 같은 과(팀)원외의 내부 관계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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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참고적 가치

업무 참고적 가치 | 業務 參考的 價値 | 

정책/제도

Administrative Referential Value

기관활동의 결과이며 업무참고 자료로서 중요한 

정보적 가치를 가진 기록물을 말하며, 업무보고, 

지적소유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사료적 가

치와 증빙자료적 가치를 포괄한다.

업무·현황 보고 | 業務·現況報告 | 정책/제도

Task Status Report

소속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와 특정한 사안에 대한 

현황을 본회의, 상임위원회(특위·소위 포함), 

국정감사·조사, 정례회의, 당정협의회의에서 보

고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8조)

업체 생산능력 확인 | 業體生産能力確認 | 

사업/계약관리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인 조달확보가 요구

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 기품원 또는 소요군에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후 이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

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제한경쟁에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범위는 군 특수규격

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거나 전투 긴요물자, 

계약불이행, 납품지체, 하자발생,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 신규조달 등에 해당되는 품

목 중 업체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품목이며, 매년 방위사업청 계약팀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을 제안하면, 기품원 및 

소요군에서는 제안품목에 대한 기준서를 작성하

여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친후 방위사업청 계약지

원부의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서 그 업체 생산능

력 확인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후 인터넷에 공지

한다.

업체 자체 개발 | 業體自體開發 | 사업/계약관리

업체 자체 시설과 기술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발 업체가 부담하

며, 정부는 개발 실패에 따른 개발 비용 보상과 

개발 완료 후 구매 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

발 형태를 말한다. 업체 투자 연구개발이라고도 

한다.

업체 주관 연구개발 | 業體主觀硏究開發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ly Led

국본·각군·방위사업청의 조정·통제 하에 업

체에서 개발 계획 수립·설계·시제품 제작·종

합군수지원 요소 개발·규격 작성 등 업무를 주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형태를 말한다. 참고

로 업체 주관 경쟁 연구개발은 업체 주관 연구개

발의 한 형태로서 무기체계의 소요 시기·소요

량·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시 복수 업체

가 경쟁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업체 주도 경쟁 연구개발 

| 業體主導競爭硏究開發 | 정책/제도

업체주관 연구개발의 한 형태로서 무기체계의 소

요시기•소요량•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

시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전문성 및 계열화 규

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화업체(복수업체)가 경

쟁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체 주도 사업 | 業體主導事業 | 정책/제도

Business Of Privately Led

연구개발에 대한 통제, 설계, 개발 등 제반 사항

을 업체에서 수행함을 말하며 개발이 완료된 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시험평가는 국과연

(ADD)과 군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며 합격 제품

은 국과연에서 개발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업체

가 개발 사업관리를 주도하는 형태로 업체가 개

발비를 투자하는 경우 개발 특허권은 업체가 소

유한다.

업체 코드 | 業體Code | 정책/제도

감손율 산정을 위한 전산처리 및 업무의 효율성

을 위해 감손율 산정 업체별로 식별하기 위해 부

여한 영문 또는 숫자로 된 5자리의 고유번호이다.

업체 투자 | 業體投資 | 정책/제도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

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업체 투자 연구개발 | 業體投資硏究開發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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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티(개체)

업체 자체 시설과 기술 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으

로 개발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개발 업체가 부담

하며, 정부는 개발 실패에 따른 개발 비용 보상과 

개발 완료 후 구매 여부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발 

형태를 말한다. 업체 자체개발이라고도 한다.

업체 투자 연구개발 사업 

| 業體投資硏究開發事業 | 정책/제도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

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에너지 | Energy | 행정공통

Energy

기본적인 물리량의 하나. 물체나 물체계가 가지

고 있는 일을 하는 능력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역학적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와 동등하다고 생

각되는 것, 또는 이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이른다.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운동, 위치, 열, 

전기 따위의 에너지로 구분한다.

에너지 하베스팅  | Energy Harvesting  | 

정책/제도

Energy Harvesting 

자연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에너지를 전기 에너

지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술. 사람이나 교량의 

진동, 실내의 조명광, 자동차의 폐열, 방송의 전

파와 같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회수

하여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에너지 하베스

팅 기술이다. 전력은 대단히 적지만, 용도에 따

라서는 건전지를 충전할 필요도 없는 친환경적 

무공해 에너지로 고효율, 저소비전력 회로를 가

진 IC가 나옴으로써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 | energy效率 | 정책/제도

Energy Efficiency

1. 에너지 변환기가 소비한 에너지에 비해 실질

적인 유효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충전 전력량에 대해 이끌어낼 수 있는 방전 전

력량의 비율이다.

에뮬레이션 | 에뮬레이션 | 정책/제도

Emulation

소프트웨어를 한 장치가 정말로 다른 장치라고 

믿도록 속여서 컴퓨터 사용시의 여러 제약을 극

복하고 호환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법이다. 흉내

내다(Emulate)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본

래의 기능을 흉내내어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

록 했다는 뜻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에뮬레이터 | 에뮬레이터 | 정책/제도

Emulator

어떤 HW나 SW의 기능을 다른 종류의 HW나 

SW로 모방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장치나 프로그

램. PC통신에 접속한 개인용 컴퓨터를 호스트 컴

퓨터의 단말기처럼 동작하게 하는 통신 에뮬레이

터, Virtual PC 등 컴퓨터 자체를 가상으로 구현

해내는 프로그램, 옛날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컴

퓨터에서 가상으로 구현해내는 MAME, ZSNES 

등이 대표적인 에뮬레이터이다.

에폭시 수지 도료 | Epoxy 樹脂塗料 | 

사업/계약관리

Epoxy Resin Paint

수지 말단에 반응성이 풍부한 에폭시기가 있고 

또한 적당한 지점에 OH기가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관능기를 이용해 다양한 변성 및 가교 반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한 도료이다.

엔진 수명 관리 프로그램 

| Engine壽命管理Program | 무기체계

Engine Stuctural Integrity Program

미 국방규격(MIL-HDBK-1783A)에 따라 엔진 

생산시부터 도태시까지 엔진의 안전성을 보장하

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ENSIP(Engine 

Stuctural Integrity Program)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ERD) 

| 엔티티 關係다이어그램(ERD) | 정책/제도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주요 개체와 그 관계를 표현하는 그림을 말한다.

엔티티(개체) | Entity(個體) | 정책/제도

Entity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동일한 관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인식되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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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혹은 추상적인 대상의 집합

역 명명법 | 逆命名法 | 정책/제도

Reverse Nomenclature

분류 및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본품명 뒤에 

수식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차(기

본명), 전투용(제1수식어), 무한궤도식(제2수식

어)’으로 표현한다.

역경매 | 逆競賣 | 사업/계약관리

Reverse Auction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1인이 복수의 입찰

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경매종료일시까지 

제출한 입찰서 중 최저가격의 입찰서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역경매 입찰 | 逆競賣入札 | 사업/계약관리

Reverse Auction Tender

국계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역경매로 국

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을 말한다.

역경매 입찰자 | 逆競賣入札者 | 사업/계약관리

Reverse Auction Bidder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역경매 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역류 방지 밸브 | 逆流防止valve | 행정공통

Overpressure Valve

공기 배출구의 역류 방지 장치로서 청정 지역의 

과압 공기가 오염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밸브.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

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류 방지 기능을 갖고 있

으며, 청정 지역 내의 공기 흐름이 멈추면 공기 

배출구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시킨다.

역물류 | 逆物流 | 행정공통

Reverse Logistics

폐기물의 관리, 처리를 위한 기술 및 제반 활동

(절감, 재사용, 재활용, 대체)에 관련된 물류이다.

역설계 | 逆設計 | 사업/계약관리

Reverse Engineering

원래 설계 자료의 부족으로 현품(現品)에 정밀 

측정과 이화학 시험을 실시하여 치수와 재질 등

을 파악하여 기술 자료 묶음을 생성하는 것을 말

한다.

역송금 자금 | 逆送金資金 | 사업/계약관리

Counter Remittance Money

미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지불대기자금의 신탁

자금 운용수익금과 케이스별 종결 잔액 및 종결 

가정산계정 잔액을 말한다.

역수출 | 逆輸出 | 정책/제도

Reexport

1.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아 국내업

체가 수리부속품 및 일반물자를 제작하여 수출하

거나 방산물자 및 정부권장품 등을 수출하는 것

을 말한다. 

2. 수입한 상품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출

하는 것 또는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

아 구성품 및 부품을 국내 업체가 제작하여 생산

한 물량을 국외 계약자가 제3국에 수출하는 것.

연간 계획 | 年間計劃 | 행정공통

Annual Schedule

확정된 공무국외출장 예산서를 근거로 기획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원장이 최종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연간 수요 | 年間需要 | 사업/계약관리

Quantity of Recurring Demand

사용 부대로부터 일정 기간 산정된 실제 수요량

을 말하며, 청구 목표 산정 시 임무 중요도를 고

려하여 3개년도 수요 실적치에 연도별 가중치

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연간수요 = 일일 청구율

(DDR) × 365 이다. 

☞ QRD(Quantity of Recurring Demand)

연간 운영유지비 | 年間運營維持費 | 

사업/계약관리

Yearly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장비의 야전배치시부터 도태시까지 매년 소요되

는 운영유지비용으로서 여기에는 인력운영, 수리



335

ㅇ

연구개발

부속, 탄약, 연료, 정비비 등이 포함된다.

연결 작전 | 連結作戰 | 행정공통

Link-Up Operation

2개의 지상 부대가 합류하는 작전을 말한다. 공정 

작전, 상륙 작전, 해안 작전, 공중 기동 작전 또는 

침투 작전에서 고립 부대와 연결, 포위된 부대의 

탈출 또는 분리된 부대의 합류에서 연결 작전이 

발생한다.

연구 과제 | 硏究課題 | 정책/제도

Advanced Technology Vehicle Project, Research 

project

1. 착수일과 종료일이 있으며, 조정 및 관리가 되

는 활동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시간, 비용 및 자

원의 제약을 포함한 특정 요구 사항에 적합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독특한 프로세스. 

개별 프로젝트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결과는 제품 등의 형태로 나

타난다.

2. 민·군 규격 통일화사업을 위해 민·군 겸용 

기술사업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 과제를 말한다.

연구 기관 | 硏究機關 | 정책/제도

A Research Organization / Research Agency

1. 연구 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이

하 “특정 연구 기관”이라 한다), 국·공립 연구 

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생

산기술 연구원 및 공업 및 에너지 기술 기반 조

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 

연구원 등”이라 한다)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 기

관을 말한다. 

2. 방위사업청과 정책연구과제를 계약한 「방위사

업법」 제3조 제10호의 전문연구기관, 기타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방산물자의 연구, 개발, 시험, 측정, 기기의 

제작 또는 검정과 경영분석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총칭한다. 예를 들

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과연(ADD), 한국

연구개발원(KDI) 등이다.

연구 보고서 | 硏究報告書 | 정책/제도

Research Report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하여 얻어낸 성과를 수록한 

보고서이다.

연구 보조원 | 硏究補助員 | 사업/계약관리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

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연구 부정행위 | 硏究不正行爲 | 정책/제도

Research Cheating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

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다. 첫째,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

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

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둘째,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

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

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연구 용역 | 硏究用役 | 정책/제도

Rearch Service

외부의 기관·단체·업체 등이 연구과제를 위탁

한 사항을 기품원이 수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업무

를 말하며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 연구용역 :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의 정

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군 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용역

2. 공동 연구용역 : 제3자와 2인 이상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 또는 기품원 이 연구의 일원

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용역

3. 기타 연구용역 : 국과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용역

연구개발 | 硏究開發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무기체계 사업추진방법 중 하나로서 우리가 보유

하지 못한 기술을 국내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

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

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획득하는 방법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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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연구개발 기관 | 硏究開發機關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

핵심기술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방위

사업관리규정』에서 언급된 “산·학·연 주관기관

(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시제업체”를 통칭

한다.

연구개발 단계 | 硏究開發段階 | 정책/제도

Research And Development Step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 탐색개발 단계, 체계개발 단계

로 구분되며, 핵심 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기초연

구 단계, 응용 연구 단계, 시험 개발 단계로 구분

된다.

연구개발 동의서 | 硏究開發同意書 | 정책/제도

Letter Of Agreement

연구개발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요군과 개발 

기관이 기술적인 면과 예산면에서 해결 가능 여

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 개념, 요

구 제원, 성능, 소요 시기, 기술적 접근 방법, 개

발 일정 계획 및 전력화 지원 요소와 비용 분석 

등에 대한 상쇄 분석(trade-off analysis)을 통

하여 양 기관 간의 합의 하에 작성되는 문서로서 

개발 계획서 작성을 위한 근거 자료가 된다.

☞ LOA(Letter Of Agreement), 개발 동의서

(開發同意書)

연구개발 및 획득 | 硏究開發및獲得 | 

정책/제도

Research, Development And Acquisition

무기체계및 장비의 설계, 개발, 획득에 사용되

는 모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군사 분야의 모

델링 및 시뮬레이션 응용의 세 영역 중 하나이

다. RDA 영역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은 발견

된 후에 물질적 표현으로 바뀌어진 현상에 대

한 사실과 이론을 발견하고 검토하는 과학적 조

사에 사용된다. 실세계에 대한 테스트와 평가

의 한계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테

스트와 평가를 포함한다. ☞ RD&A(Research, 

Development And Acquisition)

연구개발 사업 | 硏究開發事業 | 정책/제도

Research Developement Project

우리나라가 보유하지 못한 기술을 우리가 단독 

또는 외국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연구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필요한 무기체계를 생산 획득

하는 사업을 이른다.

연구개발 수명주기 | 硏究開發壽命周期 | 

사업/계약관리

R&D Life Cycle

획득 대상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

여 작전운용개념정의부터 최종 시험평가 및 규격

화까지 수행하는 주요 단계 및 활동에 대한 정의

이다.

연구개발 주관 기관 | 硏究開發主觀機關 | 

사업/계약관리

Research And Development Supervision Institution

1. 대상업체 중 개발능력 및 생산여건을 비교하

여 정부가 최적격업체로 결정한 업체로서, 지정

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

와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

력업체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설정 및 기술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를 말한다. 

2. 주 계약 대상 업체/연구 기관들 중 개발 능력 

및 생산 여건을 비교하여 정부가 최적격으로 결

정한 업체/연구 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과제를 주

관하여 수행하고, 구성품 협력 업체/연구 기관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는 업체/연구 기관이다.

연구개발비 | 硏究開發費 | 사업/계약관리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해당 군수품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

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

역비 등을 포함한다. 이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업회계기준 및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

리 준칙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NRC(Nonrecurring Recoupment Charge)

미 국방부가 방위물자의 개발 및 양산에 투자된 

비용에 대하여 구매국으로부터 회수하는 일정률

의 대당비용을 말하며, 연구개발비 5,000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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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또는 전체양산비가 2억불이상 소요된 장비

에 적용한다.

연구비 | 硏究費 | 정책/제도

Research Funds

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연구원 | 硏究員 | 사업/계약관리

Researcher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

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대 보증서 | 連帶保證書 | 사업/계약관리

Cosign Agreemen

보증인이 주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서식을 말한다.

연대 전투단 | 聯隊戰鬪團 | 행정공통

Regiment Combat Team

보병 연대와 그에 배속된 기갑, 포병 및 공병 등

으로 구성된 특수 임무 부대를 말한다. 

☞ RCT(Regiment Combat Team)

연동 | 連動 | 정책/제도

Interoperability

1. 두 개의 체계가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자

료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 

2.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하는 자동화 체계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간, 장비와 장

비 간, SW와 SW 간의 기계적 또는 기능적 접속.

연동 계획 | 連動計劃 | 정책/제도

Interface Plan

중기계획을 매년 수정·보완하되 계획 기간을 1

년씩 늦추어 가면서 5년간 동일한 연한의 계획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를 말하며, 최초 연도(F+2)

말에 한 해 동안의 집행 결과와 여건 변화를 고

려하여 마지막 연도(F+6)에 1년을 추가시켜 항

상 5개년 계획이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계획을 말

한다.

연동 통제 문서 | 連動統制文書 | 정책/제도

Interface Control Document

체계 및 부체계 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인터페

이스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 체계 및 부체계간

의 인터페이스는 에너지, 데이터, 물질, 물리적 

공간 및 배열 등이 포함된다.

연방 준비 은행 | 聯邦準備銀行 | 사업/계약관리

Federal Reserve Bank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

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

여하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 발권은행이다.

연부액 확정 수정 계약 | 年賦額 確定 修正 契約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장기계약에 있어서 예산이 미확보된 

2차년도 이후의 계획된 금액이 실제 예산확보 되

어 동일년도 연부액으로 확정 및 계약금액을 증

액하는 수정계약을 말한다.

연장 오퍼 | 延長offer | 사업/계약관리

Extended Offer

구매국으로부터 LOA상에 명시된 기한내에 수령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지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답변에 관한 FMS 오퍼를 말한다.

연차 계획 | 年次計劃 | 정책/제도

Annual Plan

계획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

로서, 이는 중장기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수단이 

된다. 즉 연차 계획은 중장기 계획을 변화하는 

상황과 추진 실적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달성하려는 연간 목표와 구

체적 수단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을 집행하

는 도구가 된다.

연착륙 | 軟着陸 | 행정공통

Soft Landing

우주를 비행하는 물체가 지구나 달 따위의 천체

에 착륙할 때, 비행체나 탑승한 생명체가 손상되

지 아니하도록 속도를 줄여 충격 없이 가볍게 내

려앉는 것을 말한다.

연합 객체 모형 | 聯合客體模型 | 정책/제도

Federation Obje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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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공수 사무소

시뮬레이션 표준 기술 구조 연합에 의해 지원되

는 객체들의 핵심 클래스들과 객체 속성 및 객체 

상호 작용의 식별자. 또한 연합 구조 및 행동에 

대한 보다 완전한 묘사를 위해 부가 정보에 대한 

선택적 클래스들을 기술할 수 있다. 

☞ FOM(Federation Object Model)

연합 공수 사무소 | 聯合空輸事務所 | 행정공통

Combined Airlift Office

연합수송 이동본부(CTMC)에 편성된 조직으로 

한·미측 주요 사령부에서 신청된 공수소요를 접

수·검토 및 조정하여 연합공중 기동단(CAMD)

에 공수지원업무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연합공수 사무소(CALO)는 연합공중 기동단

(CAMD)으로부터 정비·피해 및 파괴 등 손실 

항공기현황을 포함한 일일 항공기 현황을 접수·

유지하고, 일일 또는 필요시 기 계획전술 공수재 

보급(STAR) 임무와 관련된 정보를 접수하며, 한

국공군의 민항공통제단과 동원 민항기의 임무조

정변경 및 임무전환 등을 국군 수송사를 통하여 

협조한다.

연합 공용 품목 | 聯合共用品目 | 행정공통

Combined Common User Item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

호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품목을 말한다.

연합 권한 위임 사항 | 聯合權限委任事項 | 

행정공통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은 정전 시 연합 사령관이 

연합 임무, 계획 및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

합 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하며, 여기에

는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

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됨. 1. 전쟁 억

제, 방어 및 정전 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 관

리. 2. 연합 작전 계획 수립. 3. 연합 합동 교리 

발전. 4. 연합 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 정보 관리. 6. C4I 상호 운용성.

☞ CODA(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 보안시스템 | 聯合保安system | 

사업/계약관리

Combined Security System

외국군과 연합 작전을 위해 미측에서 한국군에 

제공한 암호장비 및 보안자재를 말한다.

연합 수송 이동 본부 | 聯合輸送移動本部 | 

행정공통

Combined Transportation Movement Center

1. 한·미 연합 사령부 군수 참모 감독 하에 운

용되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연합수송 참모 기

관으로서, 한국 내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

로, 철도, 수로 및 군수 지원 공수 등 제반 수송 

이동을 계획, 협조 및 관리하는 연합사 수송 분

야의 최고 기관. ☞ CTMC(Combined Trans-

portation Movement Center)

2. 연합수송 이동본부(CTMC)는 한반도 전구 내 

연합수송 지원을 위한 단일 기구이며 연합이동관

리의 최고기구로서 의명 또는 데프콘-X시에 창설

되고 한국군 및 미군, 한국정부 부서(국토해양부, 

철도청, 도로공사, 경찰청) 대표자로 구성된다.

연합 유관 기관 협조단 | 聯合有關機關協助團 | 

행정공통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유관 기관 협조 현안에 대해 사령관에게 조언하

고, 동맹의 통합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와 연락 업무를 수

행하는 협조 조직을 말한다. 

☞ CIACG(Combined Interagency Coor-

dination Group)

연합 작전 | 聯合作戰 | 행정공통

Combined Operation

1. 2개 국가 이상의 군대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작전. 

2.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 동맹국

들의 부대 간에 서로 협력하여 수행하는 작전

(Combined Operations). 

3.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2개 이상 국가의 

부대가 일시적인 협력 관계에서 수행하는 작전

(Coalition Operations).

연합 토지 관리계획 | 聯合土地管理計劃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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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Partnership Plan

주한 미군 기지 통·폐합에 따른 토지 관리에 관

한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른 국

토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산재한 기지를 조정,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어, 1999년 말 마련한 

“연합 토지 관리 계획”을 근거로 2001년 2월부

터 미군 공여지 반환과 관련하여 한국 측과 협상

한 협정이다. 대체 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

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 측은 희망

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 시설 건설 비용 등에 대

해서 부담한다. 또한 LPP협정은 미군 기지 반환 

이전에 한미 양 측이 종합적인 환경오염 실태 조

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LPP(Land Partnership Plan)

영구형 화생방 대피호 | 永久型化生放待避壕 | 

무기체계

Permanent Nbc Protection Shelter

화생방 대피호의 일종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대피호이며, 이 중 

공기 폐쇄소와 인체 제독소 및 대피실을 갖추고 

각종 집단 보호 장비를 설치한 대피호임이다.

영내 거주 | 營內居住 | 행정공통

Living In Barracks

군인이 업무 이외의 일상 생활을 병영 안에서 하

는 것. 주로 부사관 이상의 군인이 이에 해당한다.

영외 거주 | 營外居住 | 행정공통

Living Outside Barracks

군인이 업무 이외의 일상 생활을 병영 밖에서 하

는 것. 주로 부사관 이상의 군인에게만 허가한다.

예규 | 例規 | 정책/제도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

장, 사업관리본부의 장, 계약관리본부의 장이 소

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

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통상 군 사령부급 이상 부대에서 발행하는 부

대 내규의 일종으로서, 지휘관이 정례적으로 실

시할 것을 원하는 전술 작전 및 행정 운용의 요

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 부대가 준수하고 적용

해야 할 방법을 제시하는 하나의 규정이나 지시. 

이는 어떠한 특정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규제하

지 않는 한 적용되는 것이다. 

☞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예방 조치 | 豫防措置 | 정책/제도

Preventive Action

부적합 사항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 부속품 | 豫備附屬品 | 행정공통

Running Spare

필요에 따라 보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 

운영에 필요한 부속품에 추가하여 장비와 함께 

포장되고 발송되는 부속품을 말한다. 즉 모체장

비 보급 시 따라온 것이며 규정 휴대량과는 다르

다. 예를 들어 건전지, 진공관 등이 이에 해당되

며 일명 부수부속품이라고도 한다. 

☞ 정비 대충 장비(整備代充裝備)

예비 설계 검토 | 豫備設計檢討 | 사업/계약관리

Preliminary Design Review

체계 요구사항이 완벽하고 적절하게 반영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사업관리 부서와 개발기관이 체

계 요구사항에 대한 상호이해를 일치시키는 단

계.체계설계의 최적화를 위해 운용, 군수지원, 

시험, 생산/배치 시 요구사항들이 통합되도록 제

안된 체계요소들의 서술내용을 검토하고, 인터페

이스 부분, 고위험도 분야 등에 대해서 개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개략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상세설계 전에 실시하

고, 주요 문서화 대상으로는 개발규격서가 있으

며, 이 문서에서는 제안된 모든 기술적 요구사항

이 할당기준을 통하여 추적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야 한다.

예비 설계(기본 설계) | 豫備設計(基本設計) | 

사업/계약관리

Preliminary Design

무기체계 설계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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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수리부속

서, 예를 들면 항공기설계의 경우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단계에서 윤곽이 잡힌 비

행기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매개변수를 변화시키

면서 구체적인 계산 및 풍동(Wind tunnel) 시험 

등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성능과 가격 면에서 최

저치를 구한 다음 항공기의 3면도를 결정하는 단

계이다.

예비 수리부속 | 豫備修理附屬 | 사업/계약관리

Reserve Spare Parts

개별부품, 정비를 위해 제공된 조립품 또는 하부

조립품, 또는 시스템이나 장비의 수리를 위해 준

비해 놓는 수리부속이다.

예비 재고 | 豫備在庫 | 사업/계약관리

Stock Reserve

현재는 직접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으나 그 필요량

을 초과하여 획득해두는 재고를 말한다. 즉 계속

적인 보급 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

편, 계 절품목(방한화, 부동액, 단무지, 어육통

조림 등)인 경우에는 당해 계절의 성수기 이전에 

조달함으로서 경제적 이점(염가구입, 단가 할인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예비 재고의 한 종

류로서 예비 장비(Reserve Equipment)가 있으

며, 이것은 예상 외의 작전 수요에 대비하여 사

전에 조달하여 저장해 둠으로써 상기 두 가지 목

적 중 첫째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장비이다. 예

비 장비는 운영 준비 대충 장비와 같이 가용 불

가 장비의 대치용으로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작전 임무 수행 인가 보유량 이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한 장비도 있다. 또한 운영 대

충 준비 장비는 사용 부대에서는 저장할 수 없으

나, 기타의 예비 장비는 사용 부대에서는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일반지원 소요, 즉 보충 보급을 위

한 소요에 의하여 설정된 통상적인 보급 수준을 

초과하였으나 장차의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이에 대비하여 부대조달, 

보급원 생산 중지, 개발에 의한 조달, 동시 조달 

수리부속품(CSP) 구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일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이에 해

당하며, 이러한 예비 재고는 초과 자산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예비비 | 豫備費 | 사업/계약관리

Reserve Fund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상당하

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 예산에 계상한다. 예

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며, 각 중앙관서

의 장이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

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

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 후 그 명세서를 작성, 기

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사용총괄표를 작성, 국무회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과 동시에 감사원에 제

출하고, 다음 해외정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예산의 가

용범위 내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예비창 | 豫備廠 | 행정공통

Supply Depot

보급창의 한 종류로서 기지창에서 저장할 장소가 

없는 재고품과 전투 예비량 또는 기타 특정 품목

을 저장할 목적으로 각 군 본부에서 지정한 보급 

기관을 말한다.

예비품 | 豫備品 | 행정공통

Spares

수리 가능 품목으로 분류된 지원 품목이며, 편성 

장비표에 있는 정비 및 정비 대충 품목을 말한

다.

예비함 | 豫備艦 | 무기체계

Reserve Ship

현재 취역 활동 중에 있지는 않으나 유사 시에 

즉각 전력 투입될 수 있도록 상비 부대에서 관리

하고 있는 상태의 함정을 말한다.

예산 | 豫算 | 정책/제도

Budget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 회계 연도에 있

어서 재정계획을 계수화하여 지출경비와 수입을 

대조·안배하고 그 경비의 종류와 금액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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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 배정

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편성한 계획

표를 말하며, 정기배정예산과 수시배정예산으로 

구분한다.

1. 정기배정예산

회계연도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매분

기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2. 수시배정예산

예산배정 전에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

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여 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을 말한다.

예산 계정 | 豫算計定 | 사업/계약관리

예산 승인액의 운용과 상태를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예측 수입과 실제 수입, 배당, 책정, 영

달 및 지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자본금 계정과 

구분된다.

예산 과목 | 豫算科目 | 정책/제도

Budget Item

예산의 내용을 표시하는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등의 명칭을 말한다. 세입, 세

출 예산은 중앙 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되, 세입 

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

고, 세출 예산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 세항, 목 등으로 구분한다.

예산 과목 구조 | 豫算科目構造 | 정책/제도

Budget Item Structure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을 크게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최종적으로 품목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

간 단계의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산 회계

법 상에서는 세입예산의 경우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조직별로 분류한 다음 그 내용을 기

능별, 성질별,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

고 있는데, 이러한 과목 구분은 기획 예산처 장

관이 지정함. 세입 예산의 과목 구조는 세출 예

산보다 단순해서 입법 과목인 장과 행정 과목인 

세항이 존재하지 않음. 기관별 장·관·항은 국

회의 의결 대상이므로 입법 과목이라 하며, 항을 

세분한 세항과 이를 최종적으로 분류한 목은 행

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행정 과목이

라 한다. 기관별 또는 소관별 구분은 중앙 관서

의 조직체별 분류에 해당함. 세출 예산에서의 장

은 그 기관의 기본 목표를, 관은 기능을, 항은 사

업 계획을, 그리고 세항은 단위 사업을 의미함. 

한편, 미국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제와 PPBS를 

거쳐 ZBB를 채택하면서 예산 과목 구조를 종래

의 조직별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기에 관이니 항이니 하는 과목 구조를 쓰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프로그램 중심의 과목 구조

로 개편할 때까지는 각기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전통적 과목 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 구조 | 豫算構造 | 정책/제도

Budget Structure

예산의 편성과 집행·평가·보고에 있어서 표준

적 분류(장·관·항·세항·목)와 내용을 제공하

기 위한 구조를 말하며, 이는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정 관리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예산 내용 | 豫算內容 | 정책/제도

Budget

세출 예산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예산총칙: 예산에 대한 총괄적 규정(예회법 24

조). 2. 세입 세출 예산: 회계 연도 내의 세입과 

세출 총계(동법 24조). 3. 계속비: 완성에 수개 

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총액과 연부액 계상

(동법 19조). 4. 명시 이월비: 회계 연도 내에 지

출을 필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과 예산

액 명시(동법 27조, 36조). 5. 국고 채무 부담 행

위: 다음 회계 연도 에 속하는 채무액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행위(동법 18조). 6. 예비비: 예

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

출에 충당하기 위한 세출 예산(동법 26조).

예산 문서 | 豫算文書 | 정책/제도

Budget Document

중기계획의 기준 연도(F+2) 사업 계획을 구체화

한 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 요구와 최종 승인된 

연도 예산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예산 배정 | 豫算配定 | 정책/제도

Budget Al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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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사정

성립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하여 장관이 국무회의

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4분기별 예

산 배정계획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출

예산과 계속비를 배정할 때에는 “항(項)”을 “세항

(細項)” 또는 “목(目)”으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따

라서 예산배정은 과목별 금액을 명확히 지시하여 

그 집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과목구분을 

혼동하지 말 것과 지출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산 사정 | 豫算査定 | 정책/제도

Budget Reviews

행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과 입법부에서 

예산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예산액을 분석하고 검

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 것이다.

예산 연도 | 豫算年度 | 정책/제도

Budget Year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총 결산하는 회계 연

도를 말한다.

예산 요구서 | 豫算要求書 | 정책/제도

Budget request

방위사업청 지침과 국방 중기계획요구서를 근간

으로 작성된 F+1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요

구 문서를 말한다.

예산 운영 | 豫算運營 | 정책/제도

Budget Operate

각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서에 계획된 사업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의 배정 및 집행 결산과 

조달에 따르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예산 원칙 | 豫算原則 | 정책/제도

Budget Principle

예산 원칙이란 예산의 4과정, 즉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검사 과정에

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실천적 과제이기에 다종

다양한 원칙론이 있으며, 전통적 원칙들을 기준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공개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의결, 결산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

해야 함. 둘째, 사전 의결의 원칙 : 예산 집행이

전에 의회가 먼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야 함. 

셋째, 예산 엄밀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함. 넷째, 예산 단일의 원칙 : 

하나의 예산만을 갖고 운영해야 함. 예외) 특별 

회계 예산과 기금 등. 다섯째, 예산 통일의 원칙 

: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직결시켜선 안 된다. 

여섯째, 한계(한정)성의 원칙 : 질적, 양적, 시간

적으로 한계가 분명해야 함. 일곱째,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 : 각 회계 년도의 세출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함. 예외) 이월, 다년도 지출 

등. 여덟째, 완전성의 원칙(총계주의 원칙) : 일

체의 수입,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함. 예외) 

국가가 현물 출자 시, 외국 차관의 전대, 각종 정

부 기금의 경우 등. 이상의 제 원칙들은 상식화

되었기에 현대적 관점에 따라 행정 재량의 원칙, 

시기 신축성의 원칙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예산 이용 | 豫算移用 | 정책/제도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

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

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

관·항 간에 상호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이월 | 豫算移越 | 정책/제도

Budget Carried-Over

회계 연도의 세출 예산을 타 회계 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이월 사용함을 말한다. 예산 

이월은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및 당년도 예산 

원칙의 예외로서 예산 집행상의 실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칙이다. 예산 이월이 인정되는 경우

는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로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 이월과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

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사고 이월 및 계속비 

이월 등이 있다.

예산 이체 | 豫算移替 | 정책/제도

Transfer of Appropriations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

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343

ㅇ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산을 이체하고자 할 때는 이체받을 중앙관서장

이 이체해야 할 중앙 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이체 

과목과 금액을 명확히 한 서류를 기획 재정부 장

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 전용 | 豫算轉用 | 정책/제도

Diversion/ Misappropriation

세출 예산의 세항·목간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 과목 상호 간의 

경비 유통을 의미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예

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과목, 금액을 

명백히 한 전용 승인 신청서를 기획 재정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획 재정부 

장관이 예산의 전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전

용 명세서를 당해 중앙 관서의 장과 감사원에 통

보하여야 한다.

예산 종류 | 豫算種類 | 정책/제도

Budget Type

1. 회계 구분에 의한 분류(예회법 제 9조). 일반 

회계 예산: 예산의 주요 근간을 이루며, 국가의 

고유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입, 세출의 

각 과목 전체를 포함한 예산. 특별 회계 예산: 일

반 회계 예산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하는 예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에 운영된다. (1)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철도, 

전매, 양곡, 조달기금). (2) 특정 자금을 보유하

면서 운영할 때(재정 자금 운영, 원호, 국민 생명 

보험). (3)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할 때

(경제 개발, 대충 자금, 문화재 관리, 교도 작업). 

2. 성립 시기에 의한 분류(예회법 제 33조). 본예

산: 최초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

쳐 성립된 예산. 추가 경정 예산: 예산은 성질상 

국가의 사업 경비를 예측 판단하여 편성하나, 집

행 도중에 발생된 예산 부족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을 추가 또는 변경하

게 되는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한다. 3. 

계상 방법에 의한 분류(예회법 제 18조). 총계(총

액)예산: 회계 년도 내의 총수입액을 세입에 계

상하고, 총지불액을 세출에 계상하는 예산 제도

를 말한다. 순계(순액) 예산. (1) 총수입액 - 수

입을 위한 지출 = 잔액(세입 예산 계상). (2) 총

지출액 - 지출에 수반되는 수입 = 잔액(세출 예

산 계상)

예산 편성 | 豫算編成 | 정책/제도

Compilation Of A Budget; Budget Formulation

1. 예산에 관한 설계 및 계획이 시작되는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한 과정을 말하

는 것이다. 예산안 편성 절차는 우선 각 중앙 관

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 2월 말까지 신규 사업 및 

기획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

업 계획서를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 재정부 장관은 매년 전년도 3월 31일

까지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중앙 관서의 장에게 

시달하면,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 지

침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

출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전년도 5월 31일까

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출된 예산 

요구서는 예산국에 의해 검토되어 사정이 끝나

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예산의 편성 과정은 

끝나게 된다.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방중기계획상 기준 연도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토·조정하여 사업별·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예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한다.

예산 편성 체계 | 豫算編成體系 | 정책/제도

Burget Organization System

회계 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의 사용을 국회

로부터 승인 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

적인 검토·조정 과정을 통하여 국방 중기계획의 

기준 연도 사업과 예산 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 

| 豫算의目的外使用禁止原則 | 정책/제도

예산 집행 기관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

로서(예산 회계법 제36), 국회가 의결한 내용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 집행의 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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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예산 집

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

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용 또한 일정

한 절차를 거쳐 인정하고 있다. 

예상 상환 예산 | 豫想償還豫算 | 사업/계약관리

Anticipated Reimbursements

미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집행 가능한 청

구의 금전적 가치를 언급한 것으로, 적용금액은 

실제 고객의 청구가 수령될 때 가용하다.

예상 실제 비용 | 豫想實際費用 | 사업/계약관리

Estimated Actual Charges

실제원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예상치. 

절차는 설정된 원가회계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사

용되며, 때때로 원가발견테크닉(Cost Finding 

Technique)으로도 불린다.

예약어 | 豫約語 | 사업/계약관리

Reserved Word

의미를 정해 놓고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자가 임

의로 정의 할 수 없는 단어를 말한다.

예인 음탐기 | 曳引音探機 | 무기체계

Towed Array Sonar

☞ 흑룡

예정 가격 | 豫定價格 | 사업/계약관리

Prearranged Pric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낙찰

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계

약담당 공무원이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

을 말한다. 이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조달하고

자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의사 결정한 최고 상한가격으로서, 계약목적물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입찰자 또는 소

요되는 비용을 미리 추산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의 담

합 등에 의한 부당한 가격형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예정 가격 기초자료 | 豫定價格基礎資料 | 

사업/계약관리

Estimated Price Basis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작성하는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을 지칭한다.

오리온 | Orion | 무기체계

Orion

☞ 대잠 초계기

오버레이 | Overlay | 정책/제도

Overlay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에 일정 영역을 설정하여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리하거나 

또는 이곳의 정보를 보조 기억 장치에 보내게 되

는데 이와 같이 주기억 장치의 오버레이 영역에 

정보가 중첩되는 것처럼 정보의 입출이 이루어지

는 것. 주기억 장치 내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있는 영역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겹쳐

서 놓여짐으로써 이전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는 

소멸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상주하

게 된다.

오퍼 | Offer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1. 구매자가 요구 또는 필요로 하는 특정품목을 

특정가격 및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제안서

로서, 무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매입조건

을 제시하여 신청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

조건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 시행오퍼 : 미 국방성 산하의 해당 오퍼발행

부서가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의 채무확정승인

(OA)에 의거 채무이행 됨을 통보하는 오퍼를 말

한다.

2. 계약에서 청약을 의미하며 이는 청약자가 피청

약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한 수량, 가격, 납기, 판

매조건 등을 명시한 판매 요청의 의사표시이다.

3. 미 정부가 AECA에 의거, 외국정부 또는 국제

조직에 미국 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

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이다. LOA는 품목 또는 

용역, 추정원가, 판매조건 등을 기록하며, 수락

을 나타내는 외국정부의 서명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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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 발행일 | Offer發行日 | 사업/계약관리

Offer Date

구매국에 의해 오퍼상에 명기되어 있는 오퍼발행

일자를 말한다.

오퍼 수락 | __受諾 | 사업/계약관리

Acceptance

무역거래에서, 상대방의 오퍼에 대한 수락의 의

사표시를 뜻한다. 오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무

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간 무역

조건을 완전하게 합의한 오퍼로 대개의 무역거래

에서는 몇 차례 오퍼가 오고 간 끝에 확정된다.

오퍼 요청 | Offer要請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Request

미 국방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FMS 참

여국가로부터 요청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이다.

오퍼 요청서 | Offer要請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Request

FMS를 통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물자의 정보 또

는 오퍼를 미 국방성 및 산하 해당기관에 요청할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서식을 말한다.

오퍼 유효기간 | __有效期間 | 사업/계약관리

Offer Expiration Date

셀러의 승인(acceptance)이 수입상에게 전달

(communicate)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옥타콥터 | Octacopter | 무기체계

Octacopter

로터가 8개인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말한다.

온나라 업무 관리 시스템 

| On-Nara 業務管理 system | 정책/제도

On-Nara Working Management System

업무기능 중심으로 과제단위를 분류하고, 정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기록 유

지, 관리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온톨로지 | Ontology | 행정공통

Ontology

사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추상화

하고 공유한 모델. 온톨로지는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속에는 특정 도메인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층적

으로 표현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추론 규칙이 포함되어 있어, 웹 기반의 지

식 처리나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지식 공유, 재

사용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옴부즈만 | Ombudsman | 정책/제도

Ombudsman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

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와류 검사 | 渦流檢査 | 행정공통

Eddy Current Inspection

와류란 소용돌이치면서 물이 흐름을 뜻하며, 와

류 검사란 비파괴 검사의 일종으로 전도체에 한

하여 전자장 내에서 형성된 와류가 피검체에 통

했을 때 균열 및 이질 금속 등에서 오는 전도율

의 차이를 측정하여 결함을 발견하는 방법을 말

한다.

와일드캣 | Wildcat | 무기체계

Wildcat

☞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완료 케이스 | 完了case | 사업/계약관리

Completed Case

모든 인도와 대금수취가 완료되었지만 마지막 대

금청구서가 구매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FMS 케

이스를 말한다.

완성 병기 | 完成兵器 | 무기체계

Complete Weapon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

기. 탄약을 제외한 전차, 총포 따위이다.

완성장비 국산화율 | 完成裝備 國産化率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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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End Item localization rate

무기체계의 최종조립체(완성장비) 국산화율 산정

은 총 조달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소재 중 

국내획득이 불가한 부품 소재비 및 기슬도입비 

등에 소요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의 총 

조달가격에 대한 비율울 말한다.

국산화율(%) = 총 조달가격 - 외화 총지출액 / 

총 조달가격 × 100

단, ‘외화 총 지출액’이라 함은 주 계약업체와 제

1차 생산업체가 부품·소재 및 기술도입 등을 위

하여 지불한 외화지출액에서 장비획득과 직접 관

련된 OFF-SET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완성품 | 完成品 | 정책/제도

End Item(End Unit/Final Product)

2개 이상의 구성품(Component)의 집결체로서 

다양한 상황 하에서 단위 품목으로서 단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품목으로 대부분 단일 용기화 되

어 있다.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

공기 등과 같이 사용목적을 위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다. 완제품 또는 모두개라고도 한다.

완전 분해 수리 | 完全分解修理 | 행정공통

Complete Overhaul

기계나 무기 따위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해체하여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완전 조립 생산 | 完全組立生産 | 행정공통

Completely Knock Down

최종 조립 공정만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상태로 

즉 제품의 주요한 부분을 세트 부품 내지 조립하

여 부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최종 제품

으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품 수입국이 해

당 제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하는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성품의 수입관세를 높게 설

정하는 경우에 수출국의 기업이 높은 관세장벽

을 참고 견뎌내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

나 수입국의 산업 기반이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

면 주요한 부품 및 제품 생산의 현지화를 발전시

키는 가능성을 갖는 과도적인 것이다. 일명 녹다

운이라고도 한다.

완제품 | 完製品 | 정책/제도

End Item/End Unit/Final Product

함정, 전차, 차량, 총포, 피복 또는 항공기 등

과 같이 사용 목적을 위해 곧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완성품으로서 이것은 2개 이상의 구성품

(component)의 집결체이다. ☞ EI(End Item)

완제품 약어 부호 | 完製品略語符號 | 

사업/계약관리

End Item Acronym Code

체계/장비의 완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부호

로서,정부기관에 의해 부여되며 全순기에 걸쳐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완파 | 完破 | 행정공통

Total Damage

수리를 통해서 장비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

태를 말한다.

외감 비대상 업체 | 外監非對象業體 | 

사업/계약관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외감법 | 外監法 | 사업/계약관리

External Audit Law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외국 연락 장교 | 外國連絡將校 | 사업/계약관리

Foreign Liasion Officer

안보지원 프로그램을 관리 또는 감독하기 위해 

미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의 공

식적인 대표 군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외국 정보 기관 | 外國情報機關 | 행정공통

Foreign Information Agency

특정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주

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외국 정보 활동 | 外國 情報活動 | 행정공통

Foreign Information Activity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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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

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외국 정비 물량 | 外國 整備物量 | 정책/제도

Foreign Maintenance Quantity

외국의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

을 국내업체가 참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계약자의 하청업체로 참여하

는 방식과 국내업체가 외국 정부등과 직접 계약

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외

계약자는 외국 정부등과의 관계와 정비물량 유치

를 위한 노력 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 | 外國人 | 정책/제도

Foreigner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

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을 말한다)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 | 外國人投資 | 정책/제도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By Foreigner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

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

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 또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 外國人投資企業 | 정책/제도

Investment by Foreigners Enterprise

국외업체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

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비율 | 外國人投資比率 | 정책/제도

Investment by Foreigners Rate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국외업체(외

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신고 | 外國人投資 申告 | 정책/제도

Investment by Foreigners Return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 투자위원회 | 外國人投資委員會 | 

정책/제도

Foreign Investment Committee(FIC)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

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는 회의체

외국인 투자촉진법 | 外國人投資促進法 | 

정책/제도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

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세면제 

등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 | 外國換去來法 | 사업/계약관리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외국환 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

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 법률이다.

외부 감사 | 外部監査 | 정책/제도

External Audit

기업 외부의 전문(직업) 감사인에 의하여 행해지

는 독립 감사를 말하며, 주로 재무제표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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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구입

외부 구입 | 外部購入 | 사업/계약관리

External Purchase

1.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중간 조

립품을 계약업체가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으로 

국내구입과 수입을 포함한다. 

2. 생산업체가 기업 외부로부터 국내구입 또는 수

입등의 수단으로 부품 또는 결합체를 조립하여 생

산하는 활동으로 조립불량과 시료만이 발생한다. 

외부 보급 | 外部補給 | 행정공통

External Supply

외부 지원 세력으로부터 보급을 획득하는 제도로

서 통상 특전 지휘소에서 비정규전 작전 지역으

로 외부 보급이 제공되며 침투 시 휴대하는 보급

품과 재보급품을 칭한다.

외부 부대비용 | 外部 附帶費用 | 사업/계약관리

External Incidental Expense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구입수수료, 운임, 하

역비, 보험료, 제세, 지급창고료 등을 말한다.

외부 출처 문서 | 外部出處文書 | 정책/제도

국가 및 국제규격, 설명서 및 자료 등 기술문서

를 포함한다.

외자 구매 정보 | 外資購買情報 | 정책/제도

Foreign Capital Purchase Information

조달원 정보(Source of Supply), 업체 신

용 정보(Business Credit Information), 가

격 정보(Price Information), 주요 장비에 대

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생

산(Production), 계약(Contract) 정보를 포함

하여 세계 방산 시장(International Defense 

Market) 동향 등 군수 물자를 해외에서 수입하

는 데 활용되는 제반 정보이다.

외자 도입 | 外資導入 | 행정공통

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

정부나 공공단체, 사업체 등이 자본이 부족한 경

우 외국차관을 들여오거나 또는 외국자본을 국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외자 조달 국외 구매 | 外資調達(國外購買) | 

사업/계약관리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비·물자 및 용역

을 획득하는 것으로서 구매방법에 따라 대정부 

간 구매와 외자상업구매로 구분한다.

외자 직구매 | 外資直購買 | 사업/계약관리

Foreign Funds Direct Purchase

기 조달된 장비·물품(무기체계포함)등의 정상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부품 구매 및 용

역에 대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및 

국방부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11조에 의하여 해외 

원제작자 또는 현품 보유 업체와 직접 구매하는 

사업 계약 형태를 말한다.

외자조달·구매 및 국외조달 구매방법 

| 外資調達·購買 및 國外調達購買方法 | 

사업/계약관리

수요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 및 용역을 외국환거

래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국

외로부터 조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나,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체계가 ’95

년부터 출범하면서 과거 “외자조달” 또는 “외자

구매”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고 “특정조달”에 관

한 규정에 통합되어 그 구체적·법률적인 의미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국외조달 구매

방법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 FMS)방법을 이용한 구매와 일반적인 국

제무역거래 수단에 의한 직접 상업구매(Direct 

Commercial Purchase) 방법을 이용한 구매로 

나눌 수 있다.

외장 케이블 | 外裝cable | 전력지원체계

Armored Cable

1. 내부 도체 위에 절연물을 씌우고 그 바깥쪽

은 금속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레이스 또는 보호

물. 나선상으로 감아서 만든 케이블을 말한다. 외

장 케이블은 보통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으나 계

란형 또는 평형 단면인 것도 있고 외장과 도체 사

이에 납의 시스(sheath)를 개재시켜 습기나 외부

에서의 손상을 방지한 것도 있다. 외장에는 연피, 

강대, 강선, 알루미늄피 및 황마 등을 사용한다.

2. 외상(外傷)으로부터의 보호와 장력에 견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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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외피상에 처리를 가한 케이블을 말한다. 

강대 케이블, 철선 케이블, PE 방식(防蝕) 케이블 

등이 있다. 강대 케이블은 부식 방지 혼합물로 처

리한 강대를 나선형으로 말아, 그 위에 황마를 감

은 구조이고 보통 직매 케이블로 사용한다. 

외주 | 外注 | 행정공통

Ouside Order

제조 회사가 자기 공장에서 제조할 수 없는 부속

품을 외부 업자에게 주문하여 만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외주 가공 | 外注加工 | 사업/계약관리

Subcontractor processing

계약품목을 구성하는 일부 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업체 외부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가공처리하게 하는 활동으로 주로 조립불

량과 시료가 발생하며 계약업체에서 재료를 구입

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외주 가공비 | 外注加工費 | 사업/계약관리

Processing Expenses Arising From Outside 

Manufacturer

제조 공정이나 건설공사의 일부를 기업 외부에 

있는 거래처에게 발주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을 말한다. 외주 업무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하며, 이는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 부문이나 일반 관리 부

문이 외부 거래처에게 일부 업무(시장조사, 세무 

용역 대행, 전산 개발 등)의 외주를 주는 경우에

는 지급 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외주 계약서 | 外主契約書 | 행정공통

Outsourcing Contract

협력업체의 외주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업무 범위를 정

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외주 수리 | 外注修理 | 행정공통

Subcontract Repair

수리란 고장이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친다는 

뜻이며, 외주 수리란 군의 희소 및 비표준 장비

를 군 정비 능력이 없거나 군내에서 정비하는 것

이 비경제적일 때 편성 부대 또는 군수사에서 국

내 민간 장비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는 외주 정비

의 한 방법으로서, 주요 외주 수리 품종은 기계 

장비, 비표준 및 희소 장비의 야전 위주 정비 품

목, 선박 수리 등이 있다. 

외주 정비 | 外注整備 | 행정공통

Contract Maintenance

군에서 정비할 수 없거나 국내 민간 업체에서 정

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때 그 민간 업체에 의뢰하

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외주 수리, 외주 재생으로 

구분한다. 국내 민간 업체에서 불가한 정비는 외

국 생산 업체 또는 정비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

는데 이는 국외 정비라 한다.

외화 지출액 | 外貨支出額 | 사업/계약관리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주 계약 업체와 제 1차 부품 생산 업체가 부품·

소재 및 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지불한 외자 지

출액에서 장비 획득과 직접 관련된 절충 교역에 

의한 역수출로 발생하는 외화 수입 금액을 제외

한 금액을 말한다.

요 수리 상태 | 要修理狀態 | 행정공통

Repairable Condition

현재 상태로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사

용할 수 없는 상태로 수리를 하여 복귀시킬 수 

있는 상태의 물자를 말하며, 요수리 상태의 판정

은 수리 비용 단가의 65%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요구 운영능력서 | 要求運營能力書 | 

사업/계약관리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합동 장기 군사력 건설 소요를 기초로 하여 합동 

중장기 무기체계소요에 관한 필요성, 운영 개념, 

작전 운영 성능 및 전력화 지원 요소 등을 규정

된 양식에 의거 기술한 문서로서, 개략적인 임무 

소요를 수록한 개념 요구 운영 능력서(ROC I)와 

이를 구체화한 정량화 요구 운영 능력서(ROC II) 

및 확정 요구 운영 능력서(ROC III)가 있다. 

☞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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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재고일수 | 要求在庫日數 | 행정공통

Required Days of Stock

특정 정비 계단의 정비 시설이 재보급 없이도 정

상적인 정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수이다.

요구사항 | 要求事項 | 사업/계약관리

Requirements

1.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

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 

2. 개발대상 체계 및 관련 계층구조가 만족시켜야 

하는 기능 및 성능 등의 집합으로 최상위의 원천 

요구사항인 소요결정문서와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동의서, 탐색 /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에 기술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체

계 / 구성품의 특성 및 제약사항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요구를 개발주관업체가 이해하여 이를 

명료하고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 계약서, 미 군

사표준(MIL-STD), 규격서 및 공식적으로 사업

에서 적용하는 문서 등에 그 내용이 기술된다.

요구사항 관리 | 要求事項管理 | 정책/제도

Requirement Management

요구사항 관리는 획득사업의 초기 요구사항으로

부터 체계요구사항과 양산규격에 이르는 사업 전

반에 걸친 요구사항 추적성, 변경이력 및 근거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요구사항 정제 | 要求事項精製 | 정책/제도

Requirement Refinement

기술적 타당성 확보, 논리적 분석 또는 운용개념 

분석을 통한 근거확보, 개발자와 최종사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도출된 요구사항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이다.

요구사항 추적성 | 要求事項追跡性 | 

사업/계약관리

Requirement Traceability

요구사항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천 

요구사항과 파생 요구사항의 관계, 사용자 요구

사항과 체계요구사항의 관계, 기능적, 물리적 요

구사항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요구사항

에 대한 검증 방법 및 검증 결과의 관계도 포함

된다.

요구사항 할당 문서 | 要求事項割當文書 | 

사업/계약관리

Requirement Allocation Document

체계 아키텍처(즉, 체계의 체계, 부문, 요소, 부

체계, 그리고 낮은 수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어 형상항목 및 장치)와 제품의 기술적 요구사항 

문서 혹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별도로 특별히 규

정하지 않은 사업상/체계상의 특별한 요구사항

과 함께 인터페이스, 기능적, 품질, 시험, 등등의 

요구사항들 간의 관계를 표시한 문서를 말한다. 

요구사항 할당문서는 다음사항들이 준수되는 지

에 대한 입증수단을 제공한다.

1. 체계 아키텍처의 개별 요소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과 여유치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2. 모든 요구사항이 기술적 아키텍처의 하나 이

상의 요소에 할당되었는가?

3. 개별 요구사항들이 가장 낮은 요소에 까지 반

영되고 있는가?

4. 개별 요구사항들이 적절한 성공 기준과 ‘요구

사항 입증 및 추적 매트릭스’와 같은 문서에 의해 

적절히 정해진 방법론을 통해 입증 가능한가?

요구서 | 要求書 | 정책/제도

Requirement Document

요구사항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운용요구서

(ORD), 체계요구서(SRD)로 대별하며 체계 부품

의 규격수준까지 요구서가 작성되기도 한다.

요구조건 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 

| 要求條件充足時最低費用에 의한方法 | 

사업/계약관리

제안 요청서에서 제시된 모든 요구 조건을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평가 

시 필수 조건은 당연 충족 사항이며, 선택 조건

은 총 항목 중 충족 항목 수의 비율이 제안 요구

서에 제시된 기준 이상시 충족으로 평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각 항목별 가중치에 의

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요정비 물품 | 要整備 物品 | 사업/계약관리

Repairable Item(s)

정비용역을 요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이에 대하

여 매수인은 본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견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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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구매주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요청 재보급 | 要請再補給 | 행정공통

On Call Resupply

침투된 작전 제대와 특전 지휘소간에 통신이 개

소된 후부터 실시되는 정상적인 재보급 제도로서 

작전 소요나 요청에 의거 실시한다.

용도 폐지 | 用途閉止 | 행정공통

Use Rescission

국유재산 중 행정 재산을 행정 재산으로 보존하

지 않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행정 재산을 행정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행정 재산으로 유지/보존함이 오히

려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행정 재산으로서의 용

도를 폐지하게 되는 바 행정 재산의 용도 폐지는 

행정 재산으로서의 지정의 경우와는 달리 관리

청이 선행 처리하게 되나 관리청이 용도 폐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인계하지 않아도 되

는 경우가 있다.

용선 계약 | 傭船契約 | 사업/계약관리

Charter Contractor

선박 소유자(해상 운송인)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이나 여객의 운송에 제공하고 그 상

대방인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로서 운임(용

선료)을 지급하는 해상 운송 계약이다. 상법은 

해상 물건 운송 계약을 용선 계약과 개품 운송 

계약의 2종으로 하고 있으며, 이 양자는 다같이 

선박소유자가 선장을 간접 점유자로 하여 선박을 

점유, 감독하고, 항해의 지휘 경영은 물론, 상사 

경영도 선박 소유자가 하는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용선 계약 선하증권 | 傭船契約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Charter Party BL

하주가 대량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특정 항로 또

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할 때 발행하

는 선하증권이다.

용어 | 用語 | 행정공통

Terminology

일정한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다.

용어집 | 用語集 | 행정공통

Vocabulary

어떤 특정된 주제 분야에 관계한 용어의 사전을 

말한다.

용역 | 用役 | 사업/계약관리

Service

인간의 노동력이 재화를 이용하여 이루는 무형

의 급부를 말한다. 인간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서는 임금을, 자본이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이자가, 재화가 공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임차

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광의로는 경영활동

의 수행상 획득되고 소비되는 경제가치를 말하

며, 협의로는 제공되는 노동력이나 또는 운송비

나 창고업에서 볼 수 있는 역무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용역 원가 | 用役原價 | 사업/계약관리

Service Cost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그 밖의 무형의 서

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

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

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

범(技術敎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用役契約一般條件 | 

사업/계약관리

Servic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체결된 용역계약에 관해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계약 시 필요한 일반 사항을 명시한 문

서를 용역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용역의 범위, 계약문서, 

계약보증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연

대보증인 및 용역이행보증 등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

의 연장,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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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수지도료

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계약 당사자는 계약 일

반사항 외에 필요에 따라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

하여 계약할 수 있다.

우레탄 수지도료 | Urethane 樹脂塗料 | 

정책/제도

Urethane Resin Paint

우레탄 결합(-OCONH-)을 도막 중에 갖은 도

료를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막 형성 요소 

중에 우레탄 결합을 포함하지 않아도 도막형성 

반응과정에서 우레탄 결합이 만들어지는 도료도 

우레탄 도료라고 한다.

우선선정 품류 | 優先選定品類 | 정책/제도

Preferential Selection Item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우선선정품목 지정의 기본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따라 분류

한다.

1. 분야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무

기체계의 분류

2. 세부분야 : 방위력개선 중·장기계획, 합동참

모의장의 무기체계 중분류 등을 참조하여 무기체

계의 기능 및 소요기술의 유사성 등에 따라 집단

화하여 분류

3. 품류 : 유사 분야 및 세부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비 또는 부품류

우선순위 지시부호 | 優先順位指示符號 | 

정책/제도

Priority Indicator Code

보급품의 자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수기능, 작

전계획, Program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리키는 

부호로써 응답시간을 결정한다.

우연 오차 | 偶然誤差 | 정책/제도

Accidental Error

반복성 조건을 유지하면서 같은 측정량을 무한히 

측정하여 얻은 모평균을 측정결과에서 뺀 값을 

말한다.

우주무기 | 宇宙武器 | 무기체계

Space Weapon/ Space Weapons

지구 방어 및 표적 파괴를 목적으로 우주에 배치

되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운용되고 있는 무기. 

우주 무기 파괴력의 정도는 일시적인 파괴로부터 

영구적 파괴 또는 그 소멸까지를 포함한다. 탄

도탄과 같이 지구 상에 배치되어 있거나 우주 궤

도를 돌지 않고 단지 우주를 통과하는 것은 우주 

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주작전 | 宇宙作戰 | 행정공통

Space Operations

우주력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제반 군사 작전을 

말한다.

운반비 | 運搬費 | 사업/계약관리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제조업체)로부터 납지까

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

비등을 말한다.

운송 대행업체 | 運送代行業體 | 사업/계약관리

Freight Fowarder

방위사업청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 계약물자를 

보급원(계약업체)에서 인수하여 최종 사업관리부

서(기관) 창고까지 운송하는 업체를 말한다.

운송 용역 계약서 | 輸送契約契約書 | 

사업/계약관리

Conveyance Service Contract

제품 운송을 위한 용차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계약서상의 내용

에 따라 운송 회사의 차량을 용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용차료를 운송 회사에 지불

해야 한다.

운송용역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운송 용역비,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

다. 또 운송 회사의 의무,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운송 주선인 | 運送周旋人 | 사업/계약관리

Freight Forwarder

운송 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

인처럼 운송 주체자로서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

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

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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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 국산화

대방 국가의 FF와 제휴로 전 운송 구간에 걸쳐 

일괄 운송 책임 부담을 진다. 또한 통관 서류, 원

산지 증명서(CO), 보험증권 작성이나 하주의 작

성 지원이나 하주에게 전문적 조언(운송수단, 경

로, 화물 포장, 목적국 운송 관련 법규) 운송 수

배, 화물의 이동 상태 점검, 통관 대행, 포장 및 

창고 보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수송 대행 기

관이라고도 한다. ☞ FF(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인 선하증권 | 運送周旋人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실제 선박 회사가 아닌 대행하는 운송 주선인이 

물품을 받았다는 표시로 발행하는 선하 증권이다.

운송인 | 運送人 | 사업/계약관리

Carrier

매수인과의 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물품의 운송

을 수행하거나 수행을 알선하는 개인 혹은 법인

을 말한다.

운송인 인도조건 | 運送人引渡條件 | 

사업/계약관리

Free Carrier Agreement

1980에서 처음 제정된 거래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

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지정된 인도 장소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

의 완성 시점을 단순화하여 매도인의 영업장 구

내 또는 기타 모든 지정 장소를 말한다. 

☞ FCA(Free Carrier Agreement)

운수업자 | 運輸業者 | 사업/계약관리

사람 또는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기

차·자동차 기타의 교통기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

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운영 | 運營 | 정책/제도

1.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

함. 예) 기업/위원회 ~, 조직 ~ / 백화점 ~

2.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 예) 대

학의 학사 ~ 

3. 단체나 조직 따위를 움직이게 하거나 경영한

다.’의 뜻

4. 주로 ‘학교, 당, 기업, 상점, 학회, 대회’ 등과 

어울려 사용

5. 어떤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고 다룸

운영 및 정비 소요 | 運營--整備所要 | 

행정공통

Operational And Maintenance Requirement

수요군(사용자)과 개발 기관 간 협의 하에 작성

하는 종합군수지원 소요 제기서에 포함할 사항으

로 운용 및 정비 소요는 주 장비 획득에 따른 종

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 기준이 되며, 이는 주 

장비 요구 성능과 함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용 소요에 포함할 사항은 연간 운용 소요(거

리, 시간, 발사탄 수), 월간 운용 횟수, 연간 운

용 일수, 평균 운용 소요(거리, 시간, 발사탄 수) 

등이며, 정비 소요는 평균 고장간 시간, 평균 수

리간 시간, 평균 불가동 시간, 평균 정비간 시간, 

고유가용도 및 달성 가용도 등을 포함한다.

운영 및 정비 원가 | 運營--整備原價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 & Maintenance Costs

수령하는 나라의 장비, 보급, 군의 훈련, 운영, 

유지에 필요한 용역과 관련된 원가. 이는 동시

조달 수리부속과 초도 재고이외의 수리부속, 훈

련에 사용되는 탄약과 미사일, 훈련 또는 작전에 

소모되는 품목들의 교체, 최초 제공된 장비에 대

한 재조립 및 정밀검사원가, 전반적인 프로그램 

관리 및 행정과 관련된 행정비를 포함한다.

운영개념 | 運營槪念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al Concept

☞ 운용개념

운영단계 | 運營段階 | 사업/계약관리

기존 보급된 장비 및 물자를 야전부대에서 운영 

중인 단계를 일컬으며, 이때 운영에 따른 운영유

지 수리부속소요가 발생되어 조달이 이루어진다.

운영단계 국산화 | 運營段階國産化 | 정책/제도

운영유지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하부체계·부

품을 국내 개발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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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충 장비

운영대충 장비 | 運營對充裝備 | 행정공통

Operational Readiness Float

육군에서는 운영준비대체장비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부대의 고장장비를 1대 1로 직접교환하기 위

하여 야전 정비시설에 인가 확보되는 장비이다. 

이는 임무수행 상 긴요하고 또한 정비의 중요성도 

있는 완제품 또는 주요 구성품으로 구성되며, 통상 

직접 및 일반지원 정비부대 또는 보급부대에서 작

전임무수행에 필요한 사용 불가장비의 대치용으로 

인가된 것을 말하며, 분배 및 배당표(TD&A)에 있

다. 운영준비 대체장비의 주요 불출요인으로서는 

피지원부대의 작전소요, 반납된 품목의 수리복잡

성(장기간 소요),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부속품 또

는 결합체의 가용도 등 세 가지이다.

운영량 | 運營量 | 행정공통

Operational Quantity

부대 임무, 인가 병력, 교육 훈련 소요에 의거 결

정되는 것으로서 평상시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장

비 및 물자의 인가된 수량을 말한다.

운영배당량 | 運營配當量 | 행정공통

Operation Allocation Factor

부대 임무의 변동, 또는 병력의 증감에 따라 상

급 부대로부터 인가된 인원(AS: Authorized 

Strength), 배당표(TA: Table of Allowance), 

통제 병력 등을 기준으로 설정된 인가 수량으로 

평시 부대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 기준이 되는 인

가량이다.

운영부서 | 運營部署 | 정책/제도

업무관리시스템의 기술지원 및 장비관리에 관련

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운영분석 | 運營分析 | 행정공통

Operations Research

1. 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황을 보

다 계량적이고 또 보다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결

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방법으로, 복잡한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수학적, 통계적 또는 개념적 모델을 이용하

며, 이를 위하여 많은 과학, 이론, 원칙, 방법 및 

기법이 응용된다.

2. 군대·정부·상업·산업 등 조직화된 시스템

의 관리와 경영에 있어 상황을 보다 계량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용되는 모든 방법. 제2차 세계 

대전 초기에 영국에서 독일군의 항공기를 탐지하

는 레이더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 연구 

분야로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복잡한 관리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학적, 통계적 또는 개념적 

모델을 이용한다. ☞ OR(Operations Research)

운영분석평가 | 運營分析評價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s Research Evaluation

신규무기체계 획득시 소요군이 야전운영을 통하

여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전력화지

원요소에 대한 운영제원을 수집·분석 및 평가하

는 활동을 말하며, 소요군이 이를 통하여 성능개

량 자료를 제출하고 도태여부를 결정한다.

운영소요 | 運營所要 | 행정공통

Operating Requirement

부대 운영을 위하여 일정 시기나 기간 동안 사용

하여 소모되는 소요를 말하며 소모 소요라고도 

한다. 소요 부대는 장비 운용 편성 부대 및 정비 

부대(야전 정비 중대)이며 재고 보충 소요와 대

립되는 개념이다.

운영수준 | 運營水準 | 행정공통

Operation Level

보급 수준의 일부 요소로서 보충 보급의 수령과 

수령 사이 또는 청구 사이에 보급 운용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 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

을 말한다. ☞ OL(Operation Level)

운영원가 | 運營原價 | 사업/계약관리

Operating Cost

특정한 원가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현

금 또는 이와 동등한 액수의 총 지불 경비를 말

한다. 통합 회계에서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합계를 운영 원가라 한다.

운영유지 자료 | 運營維持資料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 And Maintenance Data

국외 도입 시 구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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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운영유지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운영유지비 | 運營維持費 | 행정공통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1. 현존 전력을 운영 또는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반복적인 성격의 제반 비용을 말하며, 인력 및 

부대 운영비, 장비 운영 및 정비비, 시설 공사 및 

보수비, 교육 훈련비, 물자관리 및 보수가 기타 

국방 체제 운영 관리비 등 전력 지수의 감소를 

방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2. 장비가 야전 배치되어 도태될 때까지 수명유

지에 필요한 비용과 투자비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력운영비, 수리부속, 

탄약, 연료비, 시설보수비, 정비비, 투자비가 없

는 훈련,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와 경영과 

관련된 경영비용 등도 포함한다. 지속적 운영과 

인력과 정비 지원, 예비부품과 수리품의 재고, 

시험 지원 장비 유지, 수송 및 저장 처리, 시설, 

기술 자료의 변화와 수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 운영유지비는 수명주기 비용 중에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 연료, 부품 구

입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운영평가 | 運營評價 | 사업/계약관리

Operating Evaluation

소요군이 획득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야

전운영을 통하여 체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에 

대한 제원을 수집·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

하며, 이를 통하여 성능개량 자료산출 또는 도태

여부 결정 등을 지원한다.

운영평가 분석 | 運營評價分析 | 사업/계약관리

Operating Evaluation Aanalysis

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또는 해외 구매로 획득

한 신규 무기체계의 야전 운영을 통하여 요구 운

영 능력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화 지원 요

소에 대한 운영 제원을 수집, 분석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운용 | 運用 | 행정공통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부대 및 장비를 그 기능과 

성능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가용도 | 運用可用度 | 사업/계약관리

Operational Availability

규정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무기체계가 어느 시

점에서 만족스럽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운용

가용도는 행정과 군수지연시간 및 정비 대기시간

이 포함되는 점에서 달성(성취)가용도와는 구분

된다.

운용개념 | 運用槪念 | 사업/계약관리

Concept of Operation / Operational Concept

운용자나 사용자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으로 최상

위 수준에서 시스템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운

용되는 거동이나 기능, 성취해야 하는 효과, 해

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포함한다. 운용개념은 체

계 기능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들을 식별하기 위

한 체계요구사항 분석에 활용된다.

운용개념 기술서 | 運用槪念技術書 | 

전력지원체계

Operational Concept Description

정보 융합 체계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

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 적소에 감지기를 배

치하는 감지기 관리, 각종 감지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건별, 시간

별로 적절히 연계 및 갱신시키는 데이터 연계 과

정, 중복되어 수집되는 표적이나 사건들을 범주

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정보

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이터 결합

과정, 그리고 결합된 데이터들로부터 표적의 이

동과 의도를 밝히는 데이터 추론 과정, 상황 위

협 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 지휘 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지휘 결심 지원 과정으

로 나누어진다. 

☞ OCD(Operational Concept Description)

운용관점 아키텍처 | 運用觀点architecture | 

정책/제도

Operational View Architecture

방위사업청의 조직, 업무별 기능, 절차, 정보관

리와 이들 간의 관계 등을 정의한 것이다.

운용교리 | 運用敎理 | 행정공통

Operating Doctrine



356

운용구조

기준 교리를 근거로 한 작전의 형태 또는 지원 

기능 분야 별로 분류하며 전술, 기술 및 절차 분

야를 포함하여 발전시킨 교리를 말한다.

운용구조 | 運用構造 | 정책/제도

Operational Architecture

1. 임무, 기능, 과제, 정보 요구 사항, 정보의 흐

름, 업무 절차(Business Process) 등을 종합한 

집합체이다. 즉, 정보화 소요를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로서, 전장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단위 소요(부대) 및 임무, 정보 요구 사항 간

의 정보 흐름(내용, 형태, 경로, 빈도수)을 명시

한 것을 말한다. 

☞ OA(Operational Architecture)

2. 정보화 소요를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로

서, 전장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단위소요 

및 임무, 정보 요구사항간의 정보 흐름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운용분석 | 運用分析 | 행정공통

의사 결정권자의 결심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최

상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출

하고 평가를 통해 최선의 해결안 및 행동 방향을 

찾는 연구 분석 방법.

운용성 확인 | 運用性確認 | 정책/제도

Operational Assessment

탐색개발기간 중 획득하고자 하는 체계가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 여부 및 운

용자에게 적합 또는 효용가치에 관한 잠재성 등

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운용수준 | 運用水準 | 행정공통

Operating Level

보급 수준의 일부 요소로서 보충 보급의 수령과 

수령 사이 또는 청구와 청구 사이에 보급 운영

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급일 수 또는 보급

품의 수량을 말한다. 운용 수준을 고정 수준으로 

운영할 때에는 일수로 인가하나 경제적 청구 개

념으로 운용할 때에는 건당 청구비와 연간 보관

비를 고려하여 계산한 경제적 청구량이 운용 수

준량이 된다. 대분배 계통에서는 이를 조달 주기

라고도 한다. ☞ OL(Operating Level)

운용시간 | 運用時間 | 사업/계약관리

OMS(작전운용형태)/MP(임무유형)등에 명시된 

연간운용시간을 뜻한다.

운용시험 | 運用試驗 | 정책/제도

Operational Test

1. 운용시험은 체계의 운용 효과(Effectiveness)

와 적합성(Suitability)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

하며, 추가적으로 수정 소요 판단과 전술개발, 교

리, 조직 및 인력 소요 판단을 위하여 수행된다.

 운용시험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초기운용시험

(IOT와 Initial OT&E)과 후속운용시험(FOT&E 

: Follow on OT&E)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초

기 운용시험은 운용 효과와 적합성에 대하여 믿

을 수 있는 예측 결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종(Full Rate) 양산 결정전에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운용시험은 가능한 한 양산품에 가

까운 형상의 제품을 대상으로, 최대한 운용 환경

과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자가 수행해야 한다. 후

속 운용시험은 기 배치 운영중인 체계에 대하여 

당초 목적한 운용 효과와 적합성을 얻을 수 있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2. 군 운용 환경 하에서 실제 사용할 운용자가 실

제 적용해야할 각종 작전환경 및 이와 동일하거

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운용요구능력 충족여부 재

확인과 교리, 편성, 종합군수지원요소 등을 포함

하여 적합성, 효율성, 생존성, 치명성, 안전성 등

을 시험하고 평가한다.

운용시험평가 | 運用試驗評價 | 행정공통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소요군이 체계개발단계에서 제작된 시제품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각종 작전환경 또는 이와 동등

한 조건에서 작전운용성능 충족여부와 운용적합

성, 효율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전력화지원

요소 등에 대한 적합성을 시험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 시험평가, 개발시험평가

운용요구서 | 運用要求書 | 정책/제도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부적

인 운용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서 군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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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시험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운용형태 요약/임무 유형 

| 運用形態要約/任務類型 | 정책/제도

Operational Mode Summary/Mission Profile

운용요구서(ORD)의 부록으로 작성하여 체계가 

향후 배치되었을 때 전·평시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연간 체계 사용방

법을 구조화, 정량화하여 나타내며, 성능규격과 

시험계획 및 군수지원요소 개발 지원 등에 활용

한다. OMS/MP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MS(Operational Mode Summary) : 운용

형태요약 

체계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예상 행동을 서술한다. 

(1) 체계설계의 기초 입력값 또는 시험평가기준

이 될 체계의 사용법을 문서화

(2) Mission Profile에 열거된 모든 주 임무를 포

함해야 한다.

(3) 다양한 임무들의 수행 빈도 또는 체계가 각 

임무에 사용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4) 체계 수명주기 동안 체계가 각 환경조건에 노

출될 세부 시간의 비율을 제시

2. MP(Mission Profile) : 임무유형 

특정 임무의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겪게되는 운

용사건 및 환경을 시간적으로 서술한다. 

(1) 체계가 임무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Task, 

Event, 기간, 운용조건 및 환경을 식별한다.

(2) 전형적인 임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한다.

(3)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임무, Task 또는 운용 Event를 식별해야 

한다.

(4) 각 임무 필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량(시

간, 회, 마일, 싸이클 등)을 기술한다.

(5) 교리 및 전술과 일치해야 한다.

운용환경 | 運用環境 | 행정공통

Operational Environment

1. 조건의 결합, 상황, 군사력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부대 사령관의 의사 결정과 영향 요소들

을 말하며 보통 허용, 반허용, 불허용 운용환경 

등으로 구분된다.

2. 최종 체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운용조건을 포

괄하는 환경을 말한다.

운임 보험료 지급 조건 | 運賃保險料支給條件 | 

사업/계약관리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

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급하지만,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

든 위험과 일체의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매도인은 운송 중

인 물품에 대한 매수인의 멸실, 손상 위험에 대

비하여 최소한의 담보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확대된 담보 조

건으로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매수인과 담보 조

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스스로 추가 

보험을 약정하여야 하는 변형 거래 조건을 수용

하고 있다. 만약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후

속 운송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 번째 운송인에

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되는 것과 운송 계약

에서 매도인의 비용 부담이 약정된 경우에 매도

인의 비용 지급 의무를 포함한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지급 조건 | 運賃支給條件 | 사업/계약관리

Carriage Paid To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

지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급하지

만,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

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

과 기타 일체의 추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후송 운송인이 이용된다면, 물품이 첫 번

째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된다. 이

는 INCOTERMS, 1990과 동일하다. 그러나 운

송계약상 매도인이 목적지의 양륙 비용 및 제 3

국 통과 비용은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INCOTERMS, 2000에서는 “매도인은 운송계약

상 자신의 부담에 속하는 목적지에서 양륙 비용 

및 제 3국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다”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 CPT(Carriage Pai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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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포함 인도조건

운임 포함 인도조건 | 運賃包含引導條件 | 

사업/계약관리

Cost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

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본선항에 인도

된 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부가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

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으로 이전된다. 동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

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운임 포함 조건 | 運賃包含條件 | 사업/계약관리

Cost And Freight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마친 물품을 지정된 목적

항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지불

하지만, 선전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

고,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한 물

품에 대한 멸실, 손상 위험 및 일체의 추가 비용

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 CFR(Cost And Freight)

울산급 호위함 | 蔚山級護衛艦 | 무기체계

대한민국 해군이 자체 건조한 호위함(FF)이다. 

1981년도에 취역했으며, 당시에는 군함 건조기

술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관계로 미 해군의 퇴

역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기술제휴를 

맺었으며, 초도함인 울산함의 경우에는 핀 스태

빌라이저(날개, 함 안정기, 핀 등으로도 불린다)

가 없어서 파도가 치면 PCC보다 훨씬 더 흔들린

다. 동급의 함정으로 울산함, 서울함, 충남함, 마

산함, 경북함, 전남함, 제주함, 부산함, 청주함 

등9척이 있다.

워게임 | Wargame | 정책/제도

Wargame

사전에 설정된 자원과 제약조건 하에서 참여자가 

지정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뮬

레이션 게임을 말하며, 시뮬레이션에서 참여자는 

전장에서의 지휘결심(의사결정)을 내리고, 컴퓨

터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결과를 판단한다.

원가 | 原價 | 사업/계약관리

Cost

방산원가대상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하기 위하

여 소비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을 화폐가치로 환

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 없이 소비하는 재화 및 용역과 비정

상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감소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가. 제조원가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

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총원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계산가격

총 원가에 이윤 및 수입제세(관세 및 농특세) 등

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최종적인 원가계산 가

격을 말한다.

원가 집계 단위 | 原價集計單位 | 사업/계약관리

최종 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 부서, 공정, 건물, 기계

장치, 비목, 사업, 부문, 제품군, 제품, 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원가검증 | 原價檢證 | 사업/계약관리

Cost Test

대상업체가 제시한 가격의 제반 비용요소에 대

한 분석, 비교, 확인 작업을 통해 그 합리성

(reasonability)과 적정성(propriety)을 입증하

기 위한 일련의 업무 행위를 말한다.

원가검증제도 | 原價檢證制度 | 사업/계약관리

Cost Audit System

업체 제시 가격 및 계약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

받기 위하여 해당국 정부의 원가 전문 기관으로

부터 원가 검증 지원을 받아 가격의 합리성 여부

를 판단하는 방법으로서, 미국과는 안보 지원 규

정에 의하여 가격을 검증하고, 기타 국가와는 방

산 군수 협력 협정에 의한 가격 검증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여 가격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

한다.

원가계산 | 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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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가요소

Cost Accounting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상품, 서비스 등의 

급부를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경제 가치(원가)를 

계산하는 행위를 말하며,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를 종류별로, 소비되는 장소별로, 제품 단위별

로 계산하는 것이다. 보통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공

업의 원가 계산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

가 계산이 이용되는 것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매

입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상업 원

가 계산, 교통업의 운임 결정 원가 계산, 원자재 

구입 원가 계산, 농업 원가 계산, 보험업 원가 계

산 등 모든 경영에 이용되는 것이다. 원가 계산

은 목적이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원가 계산 시점에 따라 사전 원가 계산과 

사후 원가 계산으로 나누며,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뉘

고, 계산 범위에 따라 전부 원가 계산과 부분 원

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다.

원가계산서 | 原價計算書 | 사업/계약관리

원가부서에서 원가기초자료 수집, 제비율/감손

율 확인, 물가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의 타당성

을 검토한 후 산출된 가격 계산서를 말한다.

원가관리 | 原價管理 | 사업/계약관리

Cost Control

1. 설계 및 생산 기술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원

가 수준 자체를 끌어내리고(원가 절감) 또한 절

감된 원가 수준을 실제 생산 활동의 달성 목표로 

하는 일체의 관리 활동(원가 통제)을 말한다. 이

러한 개념은 원가 계산의 일반적 목적인 재무 제

표의 작성, 가격 결정 및 경영 관리 목적으로 사

용되는 기업 내부적 개념이다. 국방 조달의 원

가 관리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원가 통제나 원

가 절감을 유도함은 물론 확실성 있는 자료를 근

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계산 기준의 법규화,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 

입증, 원가 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제고

를 위한 내부 통제 및 분석, 원가계산 제도의 보

완 개선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인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기초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가산정기준을 법규화하고 제

출원가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며 원가를 산정하

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의 제

반활동을 말한다.

원가대상 | 原價對象 | 사업/계약관리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

여 측정 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

품·활동 등을 말한다.

원가분석 | 原價分析 | 사업/계약관리

Cost Analysis

원가 자료에서 얻은 수치를 비교, 분석하여 원가 

차이 또는 원가 변동의 정도와 원인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원가 분석에는 2개의 관점이 있는데 

실제 원가를 분석하여 원가 발생의 원인, 원가의 

변동 경위, 조업도에 대한 의존성을 연구하는 것

과 실제 원가와 견적원가 또는 표준원가를 비교

하여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있다. 또 실제 

원가의 비교 분석 방법은 타기업의 원가와 비교

하는 것과 자기 기업 내부의 자료에 의하여 분석

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원가산정 | 原價算定 | 사업/계약관리

가격조사, 원가계산, 가격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

초금액을 작성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원가심사 | 原價審査 | 사업/계약관리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원가산정결과에 대하

여 원가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원

가산정과정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

한다.

원가요소 | 原價要素 | 사업/계약관리

Cost Factor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요소 또는 비용 요소

를 말하며, 분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1. 형태별 분류: 원가 발생의 형태에 따라 재료

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고 이는 원가의 3요소

라고 한다. 재료비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되

는 물품의 가치이며, 노무비는 인건비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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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의 분류

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2. 기능별 분류: 경영 활동 분야에서 어떠한 기

능을 수행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재료비는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소모품비 

등으로 구분하고, 노무비는 임금, 급료로 분류하

며, 경비는 수선비, 설계비, 동력비 등으로 구분

한다. 

3. 성질상 분류: 원가의 발생이 일정 단위의 제

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성

질상 구분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된다. 

4. 조업도에 따른 분류: 조업도란 일정한 생산 

설비의 이용도, 생산 수단의 활용 정도를 뜻하

며,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분류하면 고정비와 변

동비로 구분한다.

5. 관리 가능성에 따른 분류: 이것은 관리자가 

원가 발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가에 따라 분류

한 것으로서 관리 가능비와 불가능비로 분류한

다. 이 구분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하층의 관리자

가 관리할 수 없는 점도 상층 관리자는 직접 관

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비도 있다.

원가의 분류 | 原價分類 | 사업/계약관리

원가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

류될 수 있다.

1. 비용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 ① 재료비 ② 노

무비 ③ 경비 

2. 제조활동과 비제조활동에 따른 분류 : ① 제

조원가 ② 비제조원가

3. 자산 또는 비용의 구분에 따른 분류 : ① 재고

가능원가 ② 기간원가 

4. 원가대상별 원가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 

① 직접비 ② 간접비 

5.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 : ① 변동비 ② 고정비 

6. 통제가능성에 따른 분류

① 통제가능원가 : 단기간에 있어서 특정의 경영

자가 그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② 통제불능원가 : 특정경영자 수준에서는 그 발

생을 통제할 수 없는 원가 

7.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 : ① 차액

원가 ② 매몰원가 ③ 기회원가 ④ 관련원가와 비

관련원가

원가자료 | 原價資料 | 사업/계약관리

조달하고자 하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가부서에

서 원가계산을 위하여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 받

는 원가관련 기초자료를 말한다.

원가절감 | 原價節減 | 사업/계약관리

Cost Reduction

제품을 생산할 때 원가를 낮추는 일을 말한다.

원가절감 보상 계약 | 原價節減補償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이행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工法)의 개발이나 경영 합리화 

등으로 원가 절감이 있는 경우 계약 금액에서 그 

원가 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 절감액의 50% 

범위 안에서 업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할 때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가절감 보상 계약 | 原價節減報償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이행기간중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 경영

합리화, 원가절감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가정산 이익 확정 계약 

| 原價精算利益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계약이행에 따르는 이익금

만을 확정하고 원가는 실제비용으로 계약 이행 

후에 정산하려고 할 때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

다.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산원가가 100억원을 초

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생산공정이

나 제품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익

을 일정한 금액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원가주의 | 原價主義 | 사업/계약관리

Cost Methods

취득 원가 주의 또는 실비 주의라고도 하며, 이

는 자산·부채 등을 현대 시점의 가격이 아닌 과

거 당해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원가로 평가하

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현대 회계에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정보의 확실성은 

우수하지만 현재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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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 항공기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원가한도액 | 原價限度額 | 사업/계약관리

Cost Ceiling

최초 계획 예산 지침에는 금액 지침만이 표시되

고 수정 계획 예산 지침에서 금액 지침의 수정 내

용과 군원 소비 소요의 한도액을 합계한 것이다.

원가회계 | 原價會計 | 사업/계약관리

Cost Accounting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기술이며, 원가계산을 

재무회계에 결부시킨 것으로 원가의 개념, 원가

계산, 원가보고서의 작성 등 원가계산에 필요한 

초급적 내용을 다루며, 재무회계 범위내의 제품

원가계산이 중심이 되고 있다. 나아가 원가의 관

리적 이용도 다루고 수학적, 계량적 기법을 이용

한 원가배분, 원가추정의 문제도 다룬다.

원가회계 표준 | 原價會計標準 | 사업/계약관리

Cost Accounting Standards

정부 계약에 적용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이 일관

성과 적절성을 가지도록 원가 회계 표준 위원회

에 의해 제정된 요구 조건이다.

☞ CAS(Cost Accounting Standards)

원격 지상공격 미사일 | 遠隔地上攻擊誘導彈 |

 무기체계

Standoff Land Attack Missle

원격 지상공격 미사일(Standoff Land Attack 

Missle, SLAM)은 미국에서 개발한 아음속, 초

수평선, 전천후 순항미사일이다. 길이 4.35 m, 

직경 34cm 중량 635 kg

날개폭 2.18 m , 유도방식: 적외선 이미지, 관

성유도, GPS , 사정거리 278 km, 단가: USD 

$720,000 , 공격대상은 지상 건물, 자동차, 선박 

등이다.

원격정비 시스템 | 遠隔整備system | 행정공통

Remotely Maintenance System

원해 작전 중인 함정이나 타기지에 관련된 항공

기 및 야전에서 장비 결함 발생 시 상급 정비 지

원 부대에 온라인으로 연결된 정보 통신망을 이

용하여 상하 정비 제대간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 

및 수리부속 보급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다.

원격제어 | 遠隔制御 | 행정공통

Remote Control

먼 거리로부터 운영 통제. 이것은 제어 장치와 

운용될 장비 사이의 연결까지도 포함한다. 

☞ RC(Remote Control), 원격조종(遠隔操縱)

원격조정 정보 | 遠隔調整情報 | 행정공통

타국의 원격 조정 장비에 관한 사항을 감청 처리 

및 분석해서 얻은 기술 및 정보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원격조종 | 遠隔操縱 | 무기체계

Remote Control

1. 조작 요원이 영상 피드백이나 육안 또는 가시

선 광학 신호를 사용하여 무인 항공기나 무인 전

투 체계의 지속적인 활동을 직접 통제하는 방법

을 말한다.

2. 멀리 있는 기기를 전기적 또는 기계적으로 제

어하여 전원의 개폐, 온도의 승강, 그밖의 조정

을 하는 것으로서 전기적으로 하는 방법에는 유

선으로 하는 방법과 무선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 등의 대규모 산업 시설에

서는 기계류를 각각 원격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통제실을 설치하여 모든 것이 최적으로 작

동하도록 원격 조정한다. 

☞ RC(Remote Control), RC(Remote Control)

원격조종 장치 | 遠隔操縱裝置 | 전력지원체계

Remote Control Device/ Remote Control System

주기 및 기타 기기를 제어 장소 등에서 원격조종

하는 장치로서 기계식, 공기식, 전기식, 유압식 

및 이들을 조합한 방식이 있다.☞ RCS(Remote 

Control System), 원격통제 장치(遠隔統制裝置)

원격조종 항공기 | 遠隔 操縱 航空機 | 무기체계

Remotely Operated Aircraft

원격조종하는 자동 또는 반자동 항공기와 해당 

운용체계이다. 여기에는 일회성 사용 무기(예, 

순항 미사일)로 지정된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

는다. 운용체계는 해당 항공기 내에 또는 원격

조종 항공기를 위한 지상통제실의 일부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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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측정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항공기뿐만 아니

라 지상통제실, 데이터 링크, 비행조종 시스템, 

통신시스템/링크 등이 포함된다. (FAA Order 

7610.4K 및 AFI 202 V3)

원격측정 | 遠隔測定 | 행정공통

Remote Measurement/ Telemetry

송신기를 이용하여 측정량을 측정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어 처리하고 기록하는 일. 

로켓의 비상(飛翔) 상태 파악이나 동물의 생체 

측정 따위에 쓴다.

원료 | 原料 | 사업/계약관리

Raw Material or Ingredient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의 혼합

성분으로 감손율 산정시에는 화학적 공정을 통해

서 부품이나 또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

원사업자 | 元事業者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원산급 소해함 | 元山級掃海艦 | 무기체계

기뢰부설함(MLS)은 유사시에 우리나라 주요 해

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뢰를 부설하고, 적의 

주요 해역에 공격기뢰를 부설하며, 소해작전의 

지휘함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소해함에 대한 제

한적인 군수지원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넓

은 헬기갑판을 보유하고 있어, 헬기 모함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원산급 기뢰부설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기뢰부설함이다. 해군에서는 세 

척의 원산급 기뢰부설함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원산함 단 1척만이 건조되었다.

원산지 증명서 | 原産地證明書 | 사업/계약관리

Certificate Of Origin

화환 어음의 부대 서류로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

를 증명하는 국적 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적성국, 생산국 등에 관한 판별 목적으로 이용되

기도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는 양허 세율 적

용 시 기준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

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산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2.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사

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

해국 영역에서 수렵 및 어로로 체포한 물품 4. 당

해국 선박에 의한 어획물, 5. 당해국에서 제조 및 

가공 중에 발생한 것, 6. 당해국에서 생산된 자

재를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물품 7. 외국 원자

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발생한 물품으로 가공에 

의해 새로운 상품적 부가 가치가 발생한 물품이

다. 이상의 일곱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을 충

족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

원자력법 | 原子力法 | 정책/제도

Atomic Energy Act

핵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며, 원자력

규제위원회(NRC)는 핵관련 기기, 소프트웨어 및 

핵물질을 통제하고 에너지부는 핵관련 기술을 통

제한다.

원자재 검사 | 原資材檢査 | 사업/계약관리

계약서에 명시된 완제품의 특징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원료 및 특수 물질들의 배합 및 규

격함량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원천 요구사항 | 源泉要求事項 | 사업/계약관리

원천요구사항은 상위 요구사항과 동의어로서 파

생요구사항 또는 하위 요구사항에 대한 상대적 개

념으로 사용된다. 주로 소요결정문서, 체계개발동

의서 등에 명시된 최상위 요구사항을 말한다.

원천과세 | 源泉課稅 | 행정공통

Taxation On The Source Of Income

소득세의 과세 방법의 하나이며, 이는 일정한 소

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지불될 때에 그 지불자로 

하여금 일정한 세금을 납세자의 소득에서 공제

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조세는 소득이 분배

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탈세를 방지하

고, 세무관청의 징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봉

급 수령 시 세금을 먼저 공제하는 것과 같이 미

리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원화 조달물자 | 원貨調達物資 | 사업/계약관리

한국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생산되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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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전결 규정

이다.

월동 물자 | 越冬物資 | 행정공통

Winter Material

식량, 탄약, 유류, 방한 피복, 난방 기구, 부동액, 

차량 체인, 방역 약품 등 월동 대비에 필요한 모

든 물자를 말한다.

월동 준비 | 越冬準備 | 행정공통

Winterization

매우 추운 기후에서도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한 장비, 가열 또는 보온장치의 추

가, 윤활유의 변경 및 용적 조절 등의 방법을 말

한다. 특히 군에 있어서의 김장, 연료 준비 등은 

중요한 월동 대책의 하나이다.

월하 물자 | 越夏物資 | 행정공통

Summer Material

월하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군수 물자

를 말하며, 예를 들면 모기장 및 방역 약품 등이 

해당된다.

웨이버 | Waiver | 사업/계약관리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을 뜻하며, 이는 하주가 해상 

화물을 선적, 수송하고자 하는 시기에 그 지역으

로 취항하는 국적선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 선박 회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11월에 상공부 고시 제 68호로 국적선 취

항 지역은 국적선을 이용토록 고시한 이래 1965

년 10월에 “웨이버 발급 사무 취급 요령”을 제정, 

시행한 바 있고, 67년 5월에는 해운진흥법 제 11

조에 의거, 최초로 입법 조치했으며, 78년 12월

에는 신웨이버제도(국적선 이용 화물 운송 조종 

제도)로 개정했다. 웨이버의 본래 의미는 기권, 

포기(증서)로 선박을 이용한 화물수송에 있어서 

자국 선박의 사용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FMS(대

외 군사 판매)에서의 웨이버 품목이란 FMS 직접 

청구 절차에서 미측 수요군 참모총장이 청구 제

한을 하고 있는 품목을 말한다.

웹 기반 공격  | Web 基盤攻擊  | 정책/제도

Web-Based Attack 

웹사이트를 매개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유포해 시

도하는 공격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공격자가 합

법적인 웹사이트에 침입해 악의적 목적의 소프트

웨어인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악성코드가 웹사이

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컴퓨터를 공격하여 사용자 

컴퓨터를 악의적인 활동에 이용한다. 이런 웹 기

반 공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웹 브라우저 등 모든 소프트웨어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사용 중인 보안 제품 

역시 항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웹 접근성  | Web 接近性  | 정책/제도

Web Accessibility 

신체 제약이나 환경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용

자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해 이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초기에는 장

애인 때문에 생겨난 개념으로 시각 장애인에게

는 이미지 같은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 청각 장

애인에게는 동영상 음성 정보의 자막 제공, 지체 

장애인에게는 키보드만으로 메뉴 접근과 웹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 제약으로 

비표준화된 특정 기술을 쓰지 않고 표준만 준수

하면 어떠한 장애 없이 웹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방법으로

는 쉬운 인식, 쉬운 운용, 쉬운 이해와 견고함을 

기반으로 한다. 

위임 사무 | 委任事務 | 정책/제도

Mandatory affairs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위임에 의해 지방자치단

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임 전결 | 委任專決 | 정책/제도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의사결정을 대리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임 전결 규정 | 委任專決規程 | 정책/제도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Regulations

업무 수행상 직책별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업

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작성 목적이 있다.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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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도색

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결처리사항에 관해 감독상

의 책임을 진다.

위장 도색 | 僞裝塗色 | 사업/계약관리

Dazzle Camouflage

건물, 교량, 군수품 등의 측면에 여러 가지 색을 

불규칙적인 형태로 칠하여 은폐하는 위장의 종류

를 말한다.

위장망 | 僞裝網 | 행정공통

Camouflage Net

포상(砲床), 건물, 장비 따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씌우는 그물이다.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 位置基盤 Social Network Service  | 

정책/제도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LBS)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결합한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

동 중인 사용자에게 무선이나 유선 통신으로 쉽

고 빠르게 사용자 위치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와 결합한 서비스이다. 예를 들면, 아임IN의 경

우, 자기 위치와 장소를 발도장으로 찍으면 간

단한 글과 사진을 덧붙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으

며, 트위터나 미투데이 따위에 자신의 위치 정보

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주소록을 활용해 아는 사

람을 초대하고 이웃을 맺을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  | Wikipedia  | 정책/제도

Wikipedia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함

께 만들어 가는 웹을 기반으로 한 백과사전이다. 

2001년 1월 15일에 지미 웨일스(Jimmy Donal 

Jimbo Wales)와 래리 생어(Lawrence Mark 

Larry Sanger)가 공동으로 세운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어 두고 운영하기에 누구나 ‘편집’을 눌러서 내

용을 고칠 수 있으며, 모든 정보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http://www.wikipedia.org 

위탁 계약 | 委託契約 | 정책/제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자격을 갖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 하는 것

을 말한다.

위탁 연구기관 | 委託硏究機關 | 사업/계약관리

과제의 연구 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

우 그 수행 기관을 말한다.

위탁구매 | 委託購買 | 정책/제도

Indent

상품의 매매를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형 용역 | 委託型用役 | 사업/계약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위험 | 危險 | 정책/제도

Hazard/ Risk

1. (1) 재난에 선행되는 조건 (MIL-STD-882C) 

(2) 사람에게 상해, 질병 또는 사망을 초래하거

나 자산에 손상 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모

든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건이다. (MIL- STD-

882D)

2. 사업 추진 간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비

용초과, 개발기간 연장, 기술개발 실패, 임무성

공 실패 등)할 확률 및 이러한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사업에 미치는 결과, 영향 또는 치명도를 

조합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척도

3. 취약점을 악용하여 하나 이상의 자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협

위험관리 | 危險管理 | 사업/계약관리

Risk Management

1.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나 조치. 위험 계

획, 위험 식별, 위험 대응 방안 수립,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된다.

2.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발생된 이슈를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을 다루는 행위 또는 실행을 말하

며, 위험관리계획, 위험요소 식별, 위험분석, 위

험관리 방안의 이행, 위험감시 및 통제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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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간

포함된다.

위험관리 계획서 | 危險管理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를 기술하는 계획문서를 말한다.

위험도 | 危險度 | 사업/계약관리

Hazard/ Risk

위험한 정도나 위험이 생기기 쉬운 정도를 확률 

통계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위험도 부호 | 危險度符號 | 사업/계약관리

Safety Hazard Severity Code

품목의 각 고장유형별로 손실정도에 따라 할당

되는 한 자리 부호로서,이 부호는 설계결함 또

는 품목고장으로 인한 최악의 잠재적 결과에 대

한 정성적 척도를 제공한다. ※ MIL-STD-

882/1629A에 따른 위험도 분류는 다음과 같다. 

분 류 상태 위 험 도 내 용
숫자
부호

Level1 재난 사망 또는 체계손실을 일으키는 고장 1

Level2 치명

임무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체계손상, 

심각한 상해, 중요자산 손상을 일으

킬 수 있는 고장

2

Level3 보통

지연,가용도 저하나 임무저하를 야
기하는 경미한 체계 손상,경상을 
일으킬 수 있는 고장

3

Level4 경미

상해,자산손상 또는 체계손상을 일으

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 고장이지만 

비계획정비 또는 수리를 요하는 고장

4

위험도 분석 | 危險度分析 | 사업/계약관리

Risk Assessment

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에 어떤 물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물자 폐기 비용 | 危險物資廢棄費用 | 

사업/계약관리

완제품 한 대 당 소요되는 연간 위험 물자 폐기

비. 이 비용은 품목의 기대 수명 동안에 발생하

는 연간 폐기비의 평균치를 말한다.

위험물자 폐기 저장 비용 

| 危險物資廢棄貯藏費用 | 사업/계약관리

완제품 한 대를 운용/유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

는 위험 폐기물을 저장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비

용으로 품목의 기대 수명 동안에 발생하는 연간 

저장비의 평균치를 말한다.

위험물자 표시 부호 | 危險物資標示符號 | 

정책/제도

보급품에 대한 위험물자 형태를 표시하는 부호

이다.

위험평가 | 危險評價 | 사업/계약관리

Risk Assessment

1. 근접 항공 지원 작전(CAS) 임무 시 우군의 위

험 수준 결정을 위해 가용 정보를 처리하는 과

정. 부대 참모의 훈련 정도, 전투 상황 파악 수준 

표적 정보의 신뢰성, 공격 간 운용되는 무장, 위

험 예측 거리 등이 위험 수준 결정 요인으로 사

용된다.

2. 위험평가는 일반적으로 위험관리절차의 가장 

처음에 하는 단계이다. 위험평가는 양적 혹은 질

적으로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판정하고, 

위협을 식별하는 것이다.

위험화물 | 危險貨物 | 행정공통

Dangerous Cargo

발화성, 폭발성, 부식성, 방사성을 가지고 있어

서 인명, 선체, 적접화물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화물을 말한다.

유가 증권 | 有價證券 | 사업/계약관리

Valuable Securities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증권상

에 기재한 권리의 발생, 행사 또는 이전에 관하

여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다. 권리와 증권이 결합함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원활, 안전하게 하는 동시에 권리의 융통성을 높

이는 제도이다.

유간 | 類間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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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개 공간

부식물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서 소채, 수육, 

어개, 조미, 두류 등을 말한다.

유개 공간 | 有蓋空間 | 행정공통

Igloo Space

탄약과 폭발물을 저장하는 콘크리트 및 강철 구

조물을 흙으로 덮은 지역을 말한다.

유기 도료 | 有機塗料 | 사업/계약관리

Organic Coatings

보호 및 장식용 마감재로 사용되는 인화성 및 가

연성 용제를 결합한 액체 혼합물로된 도료이다.

유기적 통합체계 | 有機的統合體系 | 정책/제도

체계 간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융합된 거대한 복합 체계. 유기적 통합 체계는 

군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단들을, 합동성 측

면에서 총체적 능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각 군이 

서로 연결되어 조직화한 것이다.

유도 무기 | 誘導武器 | 무기체계

Homing Weapons

전자장치로 명령되거나 스스로의 기능에 의하여 

발사된 후 경로나 속도를 수정하여 어떤 지점 또

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명중하는 무기를 말한다.

유동성 | 流動性 | 사업/계약관리

Liquidity

특정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특정부채가 현

금으로 상환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

며, 그 기간이 짧을수록 유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 우편전기통신 주관청회의 

| 유럽郵便電氣通信主管廳會議 | 정책/제도

Conference European of Postal and Telecomm-

unications Administration

유럽 국가 간의 우편·전기 통신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각국의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34

개국 주관청의 상설 기관. 본부는 스위스 베른

에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정부 간 국제 기구

는 아니지만 수시로 표준을 권고하고 정책을 제

시하며 만국우편연합(UPU), 국제 전기통신연합

(ITU) 등 국제 기구에서 유럽의 견해와 입장을 

대변한다. 흔히 CEPT 표준이라고 하는 표준은 

이 기구에서 채택한 것이다. 표준화 관련 자매 

기구로서 유럽 표준 위원회(CEN), 유럽 전기 표

준 회의(CENELEC)의 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

며 통신에 관계되는 기술 분야에 많은 권고안을 

내고, 회원들 간의 기술적 표준을 개선시키는 것

을 주 임무로 한다.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 유럽電氣通信標準協會 | 정책/제도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1988년 4월 설립되어 프랑스 소피아 안테폴리

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럽의 전기통신 표준화

업무를 수행한다. 1992년 7월 DECT(Digital 

European Cordless Telecommunication)표준

을 개발하여 통신망의 무선억세스를 위한 전 유

럽표준으로 정하였다.

유보 | 留保 | 사업/계약관리

Reservation/ Reserve

전력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사업의 승인 

혹은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거나 보류시키

는 것을 말한다.

유보 계정 | 留保計定 | 사업/계약관리

Holding account

미래의 사용을 위해 충당된 자금을 기록하고 안

전하게 보호할 목적으로 각 국가/국제조직을 위

해 설정된 계좌이다.

유보 계정 명세서 | 留保計定明細書 | 

사업/계약관리

유보계정(holding account)은 특정 FMS 케이

스에 속하지 않는 자금, 유예자금 또는 케이스의 

종결시 필요치 않은 자금의 관리를 위한 부속계

정이다. FMS 구매국은 특정의 케이스로 자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유보계정 명세서의 자금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보계정 잔액은 DD Form 645 

총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출금 현황을 별도의 

문서로 구매국에 제공하며 서류(off-line) 대금 

청구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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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부 확정 계약

유사 용역 | 類似用役 | 사업/계약관리

Likeness Service

당해 입찰대상 용역과 동일 종류로서 기능, 규

모, 요구 기술수준 등이 동등 미만인 용역을 말

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

유사 운용환경 | 類似 運用環境 | 사업/계약관리

1. 운용환경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가장 중요

하면서 가혹한 조건을 고려하여 모의된 시험 환

경을 말한다.

2. 기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고려하

여 M&S, VR 등 인위적으로 구성된 시험환경을 

말한다.

유사 장비 신뢰도 예측법 

| 類似裝備信賴度豫測法 | 사업/계약관리

유사 장비 신뢰도 예측법은 유사장비의 특정 경

험 제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장비

의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임무가 

수행되는 장비에 대해 적용되나 기존의 설계 방

법이 유사한 장비뿐만 아니라 약간의 설계 방법

상 차이가 있는 장비 또한 쉽게 신뢰도를 예측할 

수 있다. 유사 장비/회로 신뢰도 예측이라고도 

한다.

유사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類似物品의 去來實例價格 | 사업/계약관리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유사한 물건의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되 감정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유상 계약 | 有償契約 | 사업/계약관리

Onerous Contract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

하는 계약이다. 즉 민법상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성 도료 | 油性塗料 | 정책/제도

Oil Base Paint

콩기름, 들기름, 아마인유, 오동나무기름, 물고

기 기름 등을 가열시켜 만든 기름에 건조제를 첨

가한 보일유(Boiled Oil)와 안료를 서로 잘 혼합

한 유색 불투명한 도료이다.

유연 반응 전략 | 柔軟反應戰略 | 행정공통

Flexible Response Strategy

전면적인 열 핵전쟁에서부터 침투, 전복 등 게릴

라 분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분야의 가능한 도

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

력(확전을 피하면서 억제와 방위를 달성할 수 있

는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보유)에 입각한 전

략을 말한다.

유용 수명 | 有用壽命 | 사업/계약관리

Useful Life Longevity

고장률이 규정된 값보다 낮은 시간의 길이를 말

한다.

유인 계약 | 有因契約 | 사업/계약관리

Incentive Contract

계약을 성립시키는 원인으로 된 사실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성

질의 계약이 유인 계약이며, 그렇지 않은 계약을 

무인 계약이라고 한다.

유인 이익 | 有因利益 | 사업/계약관리

Incentive Income

유인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

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

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유인부 원가정산 계약 | 有因不原價精算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나 

원가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실제 원가의 변동 범위 

예측이 가능하고, 수입품의 국산 대체 또는 원가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원

가 절감액 15%를 지급한다.

유인부 확정 계약 | 有因不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 및 목표 원가를 정하여 

계약 상대자의 원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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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 명부

에 적용하는 계약으로 원가 절감액 50%를 원가 

절감 보상액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이다.

유자격자 명부 | 有資格者名簿 | 사업/계약관리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

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

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 遺傳子變形農産物 | 

사업/계약관리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증대 

또는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 공학기

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

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유지 보수 | 維持補修 | 정책/제도

Maintenance

사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정보시스템을 유지보수

하며,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완료 후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

한다.

유지 보수기관 | 維持補修機關 | 정책/제도

개발된 정보체계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

의 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유지 운영자금 | 維持運營資金 | 정책/제도

한 회계 연도를 통하여 가장 정상적인 상태 하에

서 한 부대를 유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유찰 | 流札 | 사업/계약관리

Having No Bids Tendered

입찰을 한 결과 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을 말

하며(무효), 이는 주로 입찰 가격이 예정 가격에 

미달 또는 초과되는 경우에 일어난다.

유찰 수의계약 | 流札隨意契約 | 사업/계약관리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체결하는 수의 계약을 말한다. 재공고 

입찰에 의한 일반 경쟁 계약이나 지명 경쟁 계약

에 실패하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

는 계약의 상대방을 스스로 찾아야 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유

찰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기한

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유추 가격 | 類推價格 | 사업/계약관리

유추란 유사점으로 다른 일을 미루어 생각하는 

일이란 뜻이다. 유추 가격이란 부동산류의 자산 

평가 제도에서 사용되는 가격으로서, 이는 정부 

과세 시가 표준액과 현시가가 현저한 차이를 보

일 때 평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매매 실례나 시가 등을 고려하여 평

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 관리 | 流通管理 | 행정공통

Flow Management

유통이란 물자의 흐름, 즉 보급품이 보급 계통을 

통하여 공급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과정

을 말하며, 이의 세부 활동은 청구, 수령, 저장, 

분배, 처리 등이 있다. 유통 관리의 목적은 군의 

작전 소요 물자를 분배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유한 요소 해석 | 有限要素解析 | 행정공통

Finite Element Analysis

공학 분석에 사용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이

다. 유한 요소법(FEM)라고 불리는 수치적 기법

을 사용하며, 현재 수많은 상용 소프트웨어와 무

료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 FEA(Finite Element Analysis)

유형자산 | 有形資産 | 사업/계약관리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으

로서 기대되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며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을 말한다.

유효 수요 | 有效需要 | 행정공통

Effective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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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사업자

보급에 있어서의 유효수요란 보충 수요 만을 뜻

하며, 이는 청구보급제도 적용 품목에 있어서 수

요 실적에 의한 소요 판단을 위하여 수요 실적으

로 집계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수요이다.

유효 적재량 | 有效積載量 | 무기체계

Valid Loadage

항공기에 물건을 모두 실었을 때의 중량에서 기

체 자체의 중량을 뺀 무게를 말하며, 연료, 윤활

유, 승무원의 무게를 포함한다. 

유효도 | 有效度 | 행정공통

Efficiency

표준 수행 능력에 대한 실제 수행도의 비율을 말

한다.

유효성 | 有效性 | 정책/제도

Effectiveness Efficiency

정보 시스템에서 요구한 대로 보안 동작을 하고 

요구한 위협을 막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유효성 확인 | 有效性確認 | 정책/제도

Validation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수행되

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

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유효한 입찰 | 有效한入札 | 사업/계약관리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즉,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면 경쟁입찰이 성립

되지 않는다.

육군 종합 정비창 | 陸軍綜合整備廠 | 행정공통

Maintenance Depot

전군 지상 공통 장비, 특수 무기, 항공기의 창 정

비를 지원하고 항공기의 수리부속을 전군에 지원

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이다. 예하에 각 

분야별로 정비단이 구성되어 있다.

육로 수송 분류부호 | 陸路輸送分類符號 | 

정책/제도

육로 수송품목의 경우에 대한 세부분류를 말한다.

육안 검사 | 肉眼檢査 | 정책/제도

Visual Inspection

어떤 품목 및 포장 상태를 경험과 숙련에 의한 

검사자의 육안으로 관찰하여 파손 및 변질 여부 

또는 저장 중 정비의 필요성 여부를 외관상으로

만 판단하는 검사 방법을 말한다.

☞ VI(Visual Inspection)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 

| 尹永夏級誘導彈高速艦 | 무기체계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PKG)은 대한민국 해군

의 차기 고속함(PKX-A)으로, 본래 참수리급 고

속정의 후계함 사업으로 개발된 미사일 고속함

이다. 처음 개발 프로젝트 시작과 달리 만재배수

량이 570t을 넘어 “정”이 아닌 “함”으로 격상되

었고, 함장도 소령이 맡는다. 본 급의 명칭은 제

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참수리급 357정의 정장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것이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 최초로 워터 제트 추진 방식을 도입하였다. 

윤영하급 고속함(PKG-711)은 2007년 6월 28일 

진수되어, 2008년 12월 17일에 해군에 인도되

어 취역하였다. 윤영하급 고속함에는 전장 63m, 

전폭 9m, 최대속력 40 노트(74㎞)로, 대함유도

탄 및 76mm, 40mm 함포가 탑재된다. 윤영하

급 고속함은 기존 고속정과 포항급 초계함의 임

무 일부를 대체할 예정이며 참수리급 고속정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차기 고속정(PKX-B)

이 된다. 따라서 윤영하급 고속함의 크기는 고속

정보다는 크다. 스텔스 설계 방탄능력이 있고 초

계함의 76mm 62구경 함포를 탑재해 포항급 초

계함과 참수리급 고속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 ☞ 차기 고속정

융자 | 融資 | 정책/제도

금융기관이 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융자사업자 | 融資事業者 | 정책/제도

방산자금 융자대상자로 추천되어 금융기관에 통

보된 자 또는 방산자금을 융자 받은 자를 말한다.



370

융합

융합 | 融合 | 행정공통

Fusion

1.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어떤 활동에 대한 완벽

한 평가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출처의 정보 혹은 

첩보를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관측된 자료를 더욱 상세하고 개선된 정보나 

지식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이다.

융합 기술 | 融合技術 | 정책/제도

Converging Technology

수렴 중인 기술’이란 의미로서 독립적으로 존재

하던 기술들이 결합되어 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

어 내는 신기술이다. 융합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반드시 신기술일 필요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기

술일 수도 있다.

음어 | 陰語 | 행정공통

Code Word

암호 방식을 이용한 은닉 방법으로서 통신 내용 

중 평문의 단어 구절 중에서 비밀에 속하는 부분 

또는 전부를 다른 말 또는 그 동의어로 변경시킨 

용어이다.

음영 구역 | 陰影區域 | 무기체계

Shadow Zone

1. 근거리 또는 지형지물 등으로 인해 생기는 탐

지 공백구역. 레이더 운영상의 제한 요소로 작용

한다. 

2. 수중에서 음속(sound beam)의 굴절, 확산 등

에 의하여 음파가 미치지 못하는 구역 또는 잠수

함이 탐지될 가능성이 낮은 방책선 부근의 해역

을 말한다.

음향 관제 | 音響管制 | 행정공통

Sound Discipline

특정 국지에서 시행되는 음향에 대한 제한을 말

하며 이는 흔히 청음소, 또는 음향탐지소 부근에

서 실시된다.

음향 탐지 레이더  | 音響探知 Radar  | 

무기체계

Sound Detection Radar 

포사격 소리를 분석해 사격위치를 파악하는 레

이더. 음향탐지레이더는 대포병탐지레이더(AN/

TPQ)와 함께 적의 포사격 지점을 파악하는 레이

더이다. AN/TPQ는 날아오는 포탄을 역추적하

여 적의 포사격 지점을 확인하는 레이더로 단거

리 사격지점은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지만 장거

리 사격이나 기상이 악화된 때 포탄이 수면에 떨

어질 때는 탐지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음향탐지레이더를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응용 연구 | 應用硏究 | 정책/제도

Applied Research

기초 연구 결과를 군사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

환하기 위하여 실험적 환경 하에서 기술의 타당

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의무 보급 협조단 | 醫務補給協助團 | 행정공통

Medical Supply Coordinating Group

전시 한·미간의 군수 협조 기구로서 한·미 부

대 간의 의무 보급품 상호 지원 협조를 위하여 

한·미측 요원으로 편성 운용되는 기구이다. 

☞ MSCG(Medical Supply Coordinating 

Group)

이관 | 移管 | 정책/제도

Transfer

기지 청구에 대하여 창 재고로 지원이 불가능한 

품목을 다른 기지 재고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군수사에서 해당 기지로 품목을 이동시키는 것

이다.

이글루형 탄약고 | igloo 形彈藥庫 | 행정공통

Igloo Magazine

탄약과 폭발물을 저장하는 건물로서 철근 콘크

리트 구조에 일정 규모의 복토를 한 형태이며 폭

풍, 파편, 화재에 의한 폭발 확산으로부터 보호

되며 탄약고내 환기를 위한 통풍 장치 및 피뢰

침, 철제문, 자물쇠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더넷 | Ethernet | 행정공통

Ethernet

분산된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교환해주는 통신

체계 중의 하나로, 80년대 이후 공개된 LAN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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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준 기술. 송신

측에서 전송한 데이터는 네트워크의 모든 구성원

에게 전달되고, 수신측에서는 전송 받은 데이터

를 검사하여 자신에게 도착한 것일 경우 데이터

를 수신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무시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네

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 구현이 매우 쉽다는 장

점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증

가할 경우 전송 데이터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여 

네트워크의 사용 효율이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

다. 이더넷은 이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채

널 감지(carrier sense) 및 충돌감지(collision 

detection)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동 교육팀 | 移動敎育-- | 사업/계약관리

Mobile Education Team

자원관리측면에서 외국인력을 훈련시킬 목적으

로 외국에서 일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미 국방

부 인력팀을 말한다. 팀은 보통 확장된 IMET프

로그램에서 자금을 제공받는다. 

☞ MET(Mobile Education Team)

이동 기지국 | 移動基地局 | 무기체계

Mobile Base Station

기지국이 없어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

에서 긴급히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거나, 일

시적으로 통화량이 폭주하는 지역의 원활한 통화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지국. 이동 전화와 이동 전화 교환국

(MTSO: Mobile Telephone Switching Office) 

사이에 위치하여 무선 링크와 유선 링크에 적합

하도록 신호 Format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

며, 이동체의 수신 전계 강도(전파 수신 세기)를 

측정하여 이동전화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동 전화 교환국(MTSO)에 제공한다.

이동 무선 기지 장비 | 移動無線基地裝備 | 

무기체계

Radio Access Unit

노드 또는 부대 지휘소 지역에 설치하여 이동 무

선 단말기(MST)와 전술 통신체계 망 내 유·무

선 가입자를 통화 접속시켜주는 이동 무선 기지

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이동 무선 단말기 | 移動無線端末機 | 무기체계

Mobile Subscriber Terminal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차량에 설치하여 이동 간 

지휘 통제를 가능케 하는 전술용 이동 무선전

화기. 필요시 휴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동 무선장비 | 移動無線裝備 | 무기체계

Mobile Subscriber Equipment

무선으로 된 이동 전화 가입자 시스템과 교환기

가 포함된 미군이 사용중인 육군 전술통신체계의 

명칭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개발중인 WIN-T 체

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동 평균법 | 移動平均法 | 사업/계약관리

Moving Average Method

시계열 분석 모형 중의 하나로서 이동 평균을 

이용하여 전체의 추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이다.

이동 훈련팀 | 移動訓鍊team | 사업/계약관리

Mobile Training Team

일반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훈련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와 보급장비의 운용, 정비, 다른 지원에 있

어서 외국인력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외국에서 일

시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미 국방부 인력팀. MTT

는 FMS 또는 IMET 프로그램에서 자금을 제공

받음. ☞ MTT(Mobile Training Team)

이러닝 콘텐츠 | E-learning content | 

사업/계약관리

E-learning Content

웹(Web)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학습내용을 말

한다.

이반 속도 | 離反速度 | 정책/제도

Alienation Speed

두 대의 항공기가 멀어지고 있을 때의 항공기의 

상대 속도를 말한다.

이벤트 | event | 정책/제도

Event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6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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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발시 적용되는 체계공학의 주요 기술검토 단

계와 사업 추진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를 말하며, 

이벤트에는 체계개발실행계획서 검토, 체계기능

검토(SFR), 기본설계검토(PDR), 상세설계검토

(CDR), 시험준비검토(TRR), 시험평가기본계획 

검토, 기능적 형상확인(FCA), 물리적 형상확인

(PCA), 국방규격화 검토가 포함된다.

이용자 | 利用者 | 사업/계약관리

User

전자문서의 교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

서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

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등록한 업무담당자

를 말한다.

이윤 | 利潤 | 사업/계약관리

Profit

1. 일반물자의 경우 총원가에서 직·간접재료비, 

외주가공비 및 기술료를 차감하고, 그 차감한 금

액에 업종별 구분 없이 일정이윤율(25%)을 곱하

여 계산한다. 

2. 방산물자의 경우 기본보상액과 위험보상액, 

노력보상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의 제기 | 異議提起 | 행정공통

Appeal

적합성 평가 기관이나 인정 기관에게 적합성 평

가 대상과 관련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재고

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자 차액 보전 | 利子差額補塡 | 정책/제도

Interst Difference Comblement

협약금리와 업체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 | 二重目的改良高爆彈 | 

무기체계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발사 후 공중에서 내려오다가 자탄을 방출하고 

자탄이 낙하산을 펴서 내려오면서 전차나 장갑

차 등이 있으면 추적을 하다가 일정한 높이가 되

면 바로 전차를 향해서 전차를 파괴하는 고폭탄

을 말한다. ☞ DPICM(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이중 용도 품목 | 二重用途品目 | 정책/제도

Dual-Use Items

민간용으로 제조·개발되었지만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하며, 군수품과 함께 

전략물자(Strategic Controlled Items)를 구성

한다.

이지스 전투 체계 교육 훈련장 

| AEGIS戰鬪體系敎育訓練場 | 정책/제도

Advanced Operation & Mainenance Training 

Center

이지스 전투 체계의 운용 및 정비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훈련장. CIC 훈련장, 종합 

강의실, 실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조원 

양성 및 교체 인원에 대하여 전투 체계 관련 운

용 및 정비 교육을 지원한다. 

☞ AO&MTC(Advanced Operation & Main-

tenance Training Center)

이차 보전사업 | 利差補塡事業 | 정책/제도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project

정부가 특정 사업에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사업자가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정부가 정책자금과 시중자금의 이자비용 차이를 

메워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은행이 금리 차이를 받

으면서 대행하는 것이다. 정책 수혜자로서는 정

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든, 시중은행에서 빌

리든 똑같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 | 理解 關係者 | 사업/계약관리

연구개발 사업 수행 간 분야별로 참여하는 소요

군,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을 포함한 관련 

지원부서, 국과연, 기품원 등의 사업 참여 인원

을 말한다.

이행 계획 | 履行計劃 | 정책/제도

Transformation Plan

목표아키텍처와 현행아키텍처의 차이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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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전환계획을 말

한다.

이행 기관 | 移行機關 | 사업/계약관리

미 군 당국 또는 군사지원프로그램의 시행에 책

임지고 있는 국방기관을 말한다. FMS에 관하여

는 미 국방부 안보지원국(DSAA)이 LOA를 준비

하거나 FMS케이스를 이행하는데 군 당국 또는 

국방기관에 책임을 부여한다. 이행기관은 외국 

또는 국제조직에 의해 수락된 LOA상에 명시되

어 있는 물자 또는 용역의 인도에 기인한 행위들

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행 능력 | 移行能力 | 사업/계약관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9

조의5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중소

기업자간 물품제조·구매의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을 말한다.

이행 보증금 | 履行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Bond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

약 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

의 성격을 갖는다.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고도 한

다. ☞ PB(P-Bond)

이행 불능 | 履行不能 | 사업/계약관리

채권 성립이 가능했던 급부가 그 후에 불능이 되

는 일을 말한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후발적 불능을 일으키는 것, 즉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때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되고 채무자의 책임이 발생한다. 즉 

채권자가 전부 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원

칙적으로 그 부분만에 관하여 불능의 효과가 생

기고 전보만으로는 채권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 불능과 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채

무자가 이행 기한을 경과한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된 때에는 불능이 불가항력으로 일어난 때에도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 이러한 이행 불능이 성

립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행이 불가능할 것, 이

행 기간을 경과하였을 것, 채무자의 귀책(고의, 

과실)에 기할 것, 위법의 지연일 것)이 있다. 이

행 불능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몇 가지 권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가 있다.

이행 의무 | 移行義務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Requirement

투자의 설립, 획득, 확대, 관리 운용 등의 조건

으로 국내부품 조달의무, 외화획득과 관련한 수

입제한, 특정물량. 지역에의 수출의무, 기술이전 

의무, 연구개발 의무 등의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행 지체 | 履行遲滯 | 사업/계약관리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 지체라고도 한다. 성립 요

건으로서는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 이행이 가

능할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책임 있

는 사유에 기할 것,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

이 정당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행지체의 효과로서는 채권자의 법

원에 대하여 강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 협정 | 移行協定 | 정책/제도

Implementing Agreement

사업 협정(PA)과 유사한 의미로서 특정 국가(이

스라엘 등)에서는 “이행 협정(IA)”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인가 배당량 | 認可配當量 | 사업/계약관리

단위 부대, 편성 부대 또는 특정 기능 부대의 장

비표에 승인된 특정 품목의 수량을 말하며, 수정 

지시에 의하여 그 수량이 수정되었을 때에는 수

정된 수량이 인가 배당량이다.

인가 보급량 | 認可補給量 | 사업/계약관리

Authorized Allowances Of Supplies

할당표, 편성 장비표 또는 기타 적절한 근거에 

의하여 승인된 보급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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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부속품 목록

인가 부속품 목록 | 認可附屬品目錄 | 

사업/계약관리

Authorized Parts List

관계 기관에서 보급 제대 및 정비 단계별로 규정

한 각 단위 부대에 대한 인가된 부속품의 일람표

이다.

인가 소요 | 認可所要 | 사업/계약관리

Authorized Demand

소요를 형태별로 구분한 것으로, 장비표, 배당표

(TA) 등에 의하여 인가된 기본소요로 부대당· 

장비당·병력당 기준 수의 적용 대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인가 저장목록 | 認可貯藏目錄 | 사업/계약관리

Authorized Stockage List

보급지원시설부대에서 현 보급운영을 지속하고 

장차 예측되는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항시 저장 

유지하도록 인가된 보급품의 총 목록을 말한다.

인감 증명 | 印鑑證明 | 행정공통

Seal Proves

인영(印影)이 행정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

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인건비 | 人件費 | 사업/계약관리

노무비를 말한다.

인공 신경 회로망 | 人工神經回路網 | 행정공통

Artificial Neural Network

사람의 두뇌를 모델로 하여 여러 정보를 처리하

는 데 있어서 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알고리듬이다.

인공 위성 궤도 | 人工衛星軌道 | 무기체계

Orbit of Satellites

인공 위성이 움직이는 일정한 경로, 위성 궤도에

는 원형 궤도와 타원형 궤도가 있고, 궤도 높이

도 해발 250㎞로 대기 바로 위를 도는 궤도부터 

해발 32,200㎞ 이상인 궤도까지 있다. 궤도가 

크면 클수록 위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

리는 시간, 즉 “궤도 주기”가 길어진다. 인공 위

성의 궤도는 보통 타원이다.

인공 위성 항법 체계 | 人工衛星航法體系 | 

무기체계

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 위성을 활용한 항법 체계로 지표면 상 또는 

그 근처 어느 곳에서든 장비가 있는 수많은 사용

국에게 정확한 3차원의 위치, 속도 및 시간을 제

공하는 항법 체계를 말한다.

인공 지능 기술 | 人工知能技術 | 행정공통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

인간의 뇌 신경과 학습 능력, 상식의 이해력 등

을 흉내낸 기능의 지식 컴퓨터 기술, 주로 기계

류의 무인화, 용배수, 재배 환경, 시설 등의 제

어, 재배, 자재 도입 등의 모든 계획 판단, 예측, 

상담 등의 이용에 응용되고 있다. 

인과 관계 기준 | 因果關係基準 | 사업/계약관리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

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 | 引渡 | 사업/계약관리

구성품 또는 체계를 사용할 조직에게 전달 /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시 대금 지불 조건 | 引渡時代金支拂條件 | 

사업/계약관리

Payment on Delivery

미 정부가 미 국방부 자원으로부터 국방물자

의 인도 또는 국방용역의 제공시 FMS 구매국에

게 대금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FMS 판매조

건을 말한다. 이는 오직 국방안보협력국(DSCA) 

Director에 의해 결정되는 법적인 문서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거 이 조건

은 “Payment 120 Days After Delivery”로 수

정되어 읽힐 수 있다. 

인도전 대금 지급 | 引渡前代金支給 | 

사업/계약관리

Cash Prior to Delivery

미 정부가 국방부 자원으로부터 국방물자나 국방

용역의 인도전에 현금을 수취하는 판매조건을 말



375

ㅇ

인증 공급자 명부

한다.

인수 시운전 | 引受試運轉 | 무기체계

Acceptance Trial

건조자 시운전 완료 후, 함 건조 계약 상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을 말한다. 조선소(필요시 장비 제작사) 입회 하

에 사업관리 부서의 위임을 받아 해군이 수행한

다. 정박 인수 시운전과 항해 인수 시운전으로 

구분한다. ☞ AT(Acceptance Trial)

인수 인도방식 | 引受引渡方式 | 사업/계약관리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입자가 통지 은행이 소지한 호환 어음을 인수

만 하고 운송 서류를 인도받을 수 있는 인수 인

도 조건을 말한다. 지급 인도 방식(DP)과 가장 

큰 차이는 지급 인도 방식은 수출상이 일람 출급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비하여, DA방식은 수출상

이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수입상에게 환

어음의 지급 만기일 만큼 DP방식보다 더 오랫동

안 신용을 공여한다는 점이다. 어음을 인수한 수

입자는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하면 되므

로 그사이에 선하 증권을 배서, 양도하든가 아니

면 목적 상품을 수령하여 판매 또는 담보로 제공

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

나 추심 은행으로 볼 때에는 담보물이 없어지므

로 대금 또는 어음금 추심 불능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DA 조건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의 신용 상태가 확실하거나, 수입자가 은행에 다

른 인적/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이용된다. 

수입업자가 이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하면 상품을 

인수받고도 일정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을 하지 않

아도 된다. 즉, 은행으로부터 선적 서류를 인수

받을 때에 선적 서류와 함께 제시되는 환어음에 

인수한다는 표시와 서명을 하면 상품을 대표하는 

서류를 인수받을 수 있는 일종의 외상 거래이다. 

인수도 조건이라고도 한다. 

☞ DAA(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 평가대 | 引受評價隊 | 무기체계

함(정)의 인수시운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

군”이 임명하여 제작회사에 파견한 자를 말한다.

인원 및 장비 배당표 | 人員및裝備配當表 | 

행정공통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

인원 배당표와 장비 배당표를 합한 것으로 해당 

편성 및 장비표(TD&A)가 없이 임무와 병력이 수

시로 변동하는 특정 임무 부대에서 그 부대의 현 

소요 인가 인원, 계획 소요, 편성 구조 및 정상적

인 임무를 규정하는 군 편제 문서를 말한다.

인장 강도 | 引張强度 | 행정공통

Tensile Strength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을 말한다.

인정 불량률 | 認定不良率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Inferior Rate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불량률을 말한다.

인정 손실률 | 認定損失率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Loss Rate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실률을 말한다.

인정 시료율 | 認定試料率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Sample Rate

업체에서 제출한 감손율자료가 감손율 산정절차

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정된 시료율을 말한다.

인증 | 認證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1. 획득에 앞서 행하는 독립적인 과정이며 이 과

정에 의해 제조자의 능력 또는 제조자나 배급자

의 제품이 규격서 필요조건과 관련 법령이 정하

는 인증의 획득을 요구하는 품목인가, 혹은 국방 

품질시스템 규격(KDS 0050-9001~9004)을 만

족하는 시스템에 대한 인증과 이의 후속 인증이 

만족하는지 검사, 시험, 증명되는 과정이다.

2. 검증 및 확인된 결과를 정부의 인증기관이 검

토하여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을 말한다.

인증 공급자 명부 | 認證供給者名簿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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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관

물품등의 유형별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중 입찰참가

가 가능한 자를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인증 기관 | 認證機關 | 정책/제도

Certificate Authority

품질인증에 대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DQ마크 인증기관이라 한다.

인증 기준 | 認證基準 | 정책/제도

Certification Basis

특정 시스템 설계의 안전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MIL-HDBK-516 감항인증기준들을 조정한 문

서화된 완성(필요 충분한) 세트이다.

인증 문서 | 認證文書 | 정책/제도

인증매뉴얼, 인증절차서, 지시서를 말한다.

인증 시스템 | 認證體系 | 정책/제도

인증활동으로써 선택, 결정, 검토 및 최종업무인 

인증을 포함하는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말한다.

인증 시험 | 認證試驗 | 정책/제도

Qualification Test

대상 무기/장비의 설계 및 생산과정을 확인하고 

수락 시험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

종의 기술 시험으로서 양산 전 인증 시험과 양산 

인증 시험으로 구분된다.

인증 위원회 | 認證委員會 | 정책/제도

DQ마크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인증 제도 | 認證制度 | 정책/제도

Certification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

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인증 제품 | 認證製品 | 정책/제도

인증심사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DQ

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며 이를 인증 제

품이라 한다.

인증 체제 | 認證體制 | 정책/제도

동일한 규정된 요구사항, 특정 규칙 및 절차가 

적용되는 특정한 제품과 관련된 인증시스템이다. 

(ISO/IEC 17000).

인증 표준 물질 | 認證標準物質 | 정책/제도

특성치를 표현하는 단위의 정확한 실현을 위하여 

소급성이 확립된 방법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특성치를 인증한 인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표

준물질로서, 각 인증치에는 정해진 신뢰도 수준

에서 불확도가 표시된 것이다.

인천급 호위함 | 仁川級護衛艦 | 무기체계

한국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 1번함인 울산함은 

1981년 취역하여 선령이 26년이 되었고, 동급 함

정은 1993년 청주함을 마지막으로 건조가 중단

되어 현재 9척을 운용하고 있다. 초계함 역시 선

령이 14~25년에 달하여,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

체할 전력으로 건조를 추진중인 함형이 차기호위

함(FFX)이다.

기존 호위함은 대공방어가 취약하고, 헬기 탑재

가 불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함형은 탐지 감지기를 국산화하여 성능을 개

량하고, 무장을 보완하여 대공전 능력을 향상시

키며, 헬기 탑재가 가능토록 하여 대잠전 능력 

및 임무수행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 차기 호위함

인코텀스 | incoterms | 사업/계약관리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 상공 회의소(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무역 계

약에 사용되는 각국의 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3종의 정형 거래 조건을 가진 가장 광범위한 국

제적 통일 규칙이다. 이것은 계약서의 모든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상당히 복잡한 절차

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미리 거래 방식을 정형

화시켜 이용함으로써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

고 원활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다.

☞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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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 interface | 정책/제도

Interface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

어 또는 2개의 시스템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경계(boundary)나 이 경계에서 상호 

접속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

약 등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터페이스 관리 | interface管理 | 

사업/계약관리

Interface Management

인터페이스 관리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일치성을 보증하

는 활동이다. 또한 외부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터페이스 역시 포함된다.

인터페이스 관리 활동에서는 형상관리 절차에 따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형상항목과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문서화된 인터페이스 관리 요구사항

은 시스템의 모든 수준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

행한다.

인터페이스 통제 문서 | interface統制文書 | 

정책/제도

Interface Control Document

체계 및 부체계 간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인터페

이스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 체계 및 부체계간

의 인터페이스는 에너지, 데이터, 물질, 물리적 

공간 및 배열 등이 포함된다.

인트라넷 | intranet | 정책/제도

Intranet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내부 정보통신

체제를 말한다.

인하 비율 | 引下比率 | 사업/계약관리

Reduction Ratio

현재최저가격(마감전)에서 인하하여 투찰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일괄 개발 전략 | 一括開發戰略 | 정책/제도

Single Step To Full Capability

한 번의 무기체계개발 단계를 통해 작전 운용 성

능(ROC) 목표치를 충족하는 체계를 개발 완료하

는 개발 전략이다.

일괄 계약 | 一括契約 | 사업/계약관리

주장비 생산 업체와 일괄 계약하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형태이다. 이것은 

성능 보장 및 책임 한계가 명확하고 ILS개발 및 

사후 관리에 용이하며, 계약 행정이 간편하다. 

하지만 예산 추가 소요나 체계 조립 업체에 협력 

업체가 종속이 되는 단점이 있다.

일괄 구매 | 一括購買 | 정책/제도

Life-of-Type Buy

단종이 예상될 때 미리 무기체계의 양산에 필요

한 부품을 미리 구매하여 일괄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써 단기적인 관리방법으로 쓰

인다.

일괄 구매방식 | 一括購買方式 | 사업/계약관리

Lump-sum Purchasing System

특정 업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다. 

다종의 물품을 일일이 각 판매원에게 개별 구매

한다면 그만큼 일손과 행정을 필요로 하게 될 것

이다. 따라서 다종류이면서 수량이 적은 물품은 

일괄 구매 방식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일괄 입찰 | 一括入札 | 사업/계약관리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 일괄 입찰 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

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일람불 신용장 | 一覽拂信用狀 | 사업/계약관리

Sight LC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

시되면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일람불 환어음 또

는 요구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

한다.

일련번호 | 一連番號 | 행정공통

Serial Number

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개개의 군수 품목에 부

여되는 일련의 특수 번호나 부호이다. 장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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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각 부대나 집단(한 함정에 완전히 탑재하게 

될 부대나 집단, 하나의 해안이나 회전익 항공기 

착륙지대의 한 단위로서 상륙하게 될 부대나 집

단, 거의 동시에 상륙(착륙)하게 되는 부대와 집

단, 거의 동시에 상륙하게 되는 부대와 집단)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보급에서는 장비생산자

가 개개의 장비 및 주요 수리부속품(결합체 등)

등이 생산 순서를 번호로 나타낸 고유 번호이다.

일몰제 | 日沒制 | 정책/제도

군용물자부품 개발승인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

적으로 개발승인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것은 과거 개발업체가 개발승인을 받은 후에는 

여러 사정을 이유로 개발기간을 계속 연장시킴으

로써 우수한 전문업체의 개발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개발하더라도 적용장비의 도태 또는 노후

화로 개발된 부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반 감항인증 | 一般堪航認證 | 정책/제도

Gener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 사업 중에 법 제3조의 표준감항인증

기준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 기준과 

법 제4조의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여 형식인증

과 생산확인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감항인증을 

말한다.

일반 개산 계약 | 一般槪算契約 | 사업/계약관리

Cost Plus Percentage Contract;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원가 자료가 없어 

개산 가격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

행한 후에 계약 이행 중 발생된 실제 원가와 그 

실제 원가에 일정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윤

을 합하여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법을 말

한다. 탐색개발, 체계개발(이와 관련된 연구 용

역 포함) 또는 초도 양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

는 때에 원가 자료의 획득이 곤란하고 다른 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개산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 경쟁 계약 | 一般競爭契約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By Formal Advertising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이 있는데, 일반 경쟁 계약은 가장 보

편적인 경쟁 계약 방법임. 이는 계약의 목적 및 

조건을 신문, 관보,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

고하여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여 입찰하게 하고, 그 중 가장 유리한 조

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선언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 경쟁 계약은 기회 균

등 주의의 실현 및 계약 절차의 공개를 통하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반면 절차가 번잡하여 부실한 

업체의 참여 등으로 계약 불이행사 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반 경쟁 입찰 | 一般競爭入札 | 사업/계약관리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일반 관리비 | 一般管理費 | 사업/계약관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

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다.

일반 관리비율 | 一般管理費率 | 사업/계약관리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ate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

을 초과하지 못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1항)

1. 공사 : 100분의 6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

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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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용역 : 100분의 5

일반 대형공사 | 一般大型工事 | 사업/계약관리

공사비가 계속비 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

공사를 말한다.

일반 물자 | 一般物資 | 행정공통

General Material

방산물자를 제외한 물자를 말한다.

일반 물자의 원가 구성 | 一般物資의原價構成 |

사업/계약관리

일반물자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원가는 제조원가(직·간접 재료비+ 직·간접노

무비+ 직·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의 

합계이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x 간접노무비율

* 일반관리비 = 제조원가 x 일반관리비율

* 이윤 = (총원가-재료비-외주가공비-기술료) 

× 이윤율 25% 

일반 분해 목록 | 一般分解目錄 | 사업/계약관리

General Breakdown List

분해 대상품목의 세부 목록으로 생산을 위한 부

품의 분해도를 기준으로 하드웨어 품목에 대한 

LSA, SMR 부호, 비군사화부호, 중요도부호 및 

생산자 부호,분석대상품목의 수량정보, 단가정보 

등을 제공한다. GBL은 SOLOMON체계 양식을 

활용하고 사업특성을 고려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 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 一般相互運用性profile | 정책/제도

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프로파일로 체계에 적용

한 표준의 집합을 말한다.

일반 전도자금 | 一般前渡資金 | 행정공통

각 부서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에 

사용하도록 전도한 자금을 말한다.

일반 지원 | 一般支援 | 행정공통

General Support

어떠한 특정 부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

니라 피지원 부대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지원으

로서, 이는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 부대에 

부여되는 임무이다.☞ GS(General Support)

일반 지원 포병 | 一般支援砲兵 | 행정공통

General Support Artillery

포병 전술 임무 중 일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포병을 말한다. 포병 전술 임무에는 직접 지원, 

일반 지원, 화력 증원, 화력 증원 및 일반 지원, 

일반 지원이 있다.

일반 확정계약 | 一般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Firm Fixed-price Contract

확정 계약 방법의 한 종류로서, 계약을 체결하

는 때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 조건

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 금액

을 지급하는 계약 방법이다. 계약을 체결하는 때

에 규격·성능 등 기술적 요구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가격 분석 자료 또는 원가 분석 자료를 이

용하여 예정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일반 

확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계약 

정책이다. 

☞ FFPC(Firm Fixed-price Contract)

일반 회계 | 一般會計 | 사업/계약관리

General Accounts

국가 회계의 기본을 이루는 세입/세출을 경리하

는 회계이다. 즉 일반 회계는 정부의 고유 기능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이를 조달 충당하

기 위한 수입(각종 조세를 주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다.

일반지원 정비 | 一般支援整備 | 행정공통

General Support Maintenance

1. 한 정비지원부대가 여러 개의 야전정비 부대

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비기술 능력과 정

비시설, 정비대충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을 확보

하고 야전정비부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정비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된 부대로, 정비창과 

군지사 일반지원 중대에서 지원하는 정비지원형

태이다. 일반지원 정비부대는 정비지원 책임 지

역 내에 있는 직접지원 정비부대, 수집소, 보급

부대 그리고 보급창으로부터 수리할 장비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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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비한다. 또한 정비 대충장비와 야전 재고

로 돌려줄 완제품을 수리하지만 사용부대에게 돌

려주기 위한 수리도 실시한다. 또한 직접지원 정

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직접지원 부대의 정비운용에 필요한 기동성과 정

비능력을 보장해 준다. 마지막으로 장비의 완제

품을 수리하고 결합체의 분해수리를 실시한다. 

즉 직접지원 및 일반지원 정비활동은 경제적이고 

더욱 바람직할 때에는 통합될 수도 있다. 

☞ 직접지원 정비

2. 야전정비 개념으로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구성

품 또는 결합체의 전반적인 수리 및 내부 부품수

리를 수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장시간이 소요되

거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주요 구성품의 정

비가 수행된다.

일시 검사 | 一時檢査 | 행정공통

One Time Inspection Order

장비 및 관련 장비에 대하여 특별한 검사가 일시

에 요구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는 문서로

서 긴급성 일시 검사와 보통성 일시 검사로 구분

된다. 긴급성 일시 검사는 일시 검사 수행이 긴

급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일시 검사 지시를 발행

하는 자가 문서 또는 전문을 발송하는 실제 시간

으로부터 피적용 부대가 이를 접수하여 검사(작

업)에 착수하는 시간까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

는 긴급 검사 지시를 말한다. 보통성 일시 검사

는 일시 검사 수행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서 일시 검사 지시를 발행하는 자가 문서 또는 

전문을 발송하는 실제 시간으로부터 피적용 부대

가 이를 접수하여 검사(작업)에 착수하는 시간까

지 5일 간(120시간)이 소요되어도 무방한 성질의 

검사 지시를 말한다. 

☞ OTIO(One Time Inspection Order)

일시 구매 | 一時購買 | 사업/계약관리

Onetime Purchase

보급원으로부터 생산 중단, 가격 상승들을 고려

하여 경제적인 면에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일시에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1~5년분의 소요를 일시에 구매한다.

일일 정비 | 日日整備 | 행정공통

운전병에 의하여 운전전, 운전중, 정지간, 운행 

후로 구분하여 실시되는 정비를 말하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생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방 정

비를 말한다.

일정 계획 | 日程計劃 | 정책/제도

Scheduling

1. 작업을 실행하는 타이밍을 설정하는 일로, 특

히 제조 활동에서는 일련의 작업이 수행되도록 

생산 자원을 시간에 따라 할당하는 의사결정 과

정을 말한다.

2. 적시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특정 작업을 정의하고 있는 계획이다.

일정 성과지수 | 日程成果指數 | 정책/제도

Schedule Performance Index

최초 계획일정에 대한 성과가치 비율을 말한다. 

계산식 : (EV / PV)

일정 편차 | 日程偏差 | 정책/제도

Schedule Variance

사업의 일정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계

산식 : (EV - PV)

임가공 | 賃加工 | 사업/계약관리

계약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계약품목의 일

부부품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타 업체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게 하거나 (부분 임가공), 계

약물량(완제품 단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업체

에 위탁하여 제조하게 하는 행위(완제품 임가공)

로서 하청, 하도급과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임대 | 賃貸 | 사업/계약관리

Lease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비초과 국방물자의 사

용과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정으로 사

용자는 물자 임대시 초래되는 모든 비용의 지불 

동의와 물자의 정비, 예방, 수리, 반환에 책임이 

있다.

임무 단계 | 任務段階 | 사업/계약관리

고장이 발생한 임무단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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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재진술 | 任務再陳述 | 행정공통

Restated Mission

달성해야 할 명시 및 추정된 과업을 수행 시간순

으로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임무 적합성 점검 | 任務適合性點檢 | 

사업/계약관리

Task Adequacy Check

ILS 산출물에 대해 개발기관 주관으로 개발시험

평가 前에 군 요구조건 및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충족여부를 개발시험평가 방법 및 절차와 동일하

게 점검하는 과정이다.

임무 중요도 | 任務重要度 | 정책/제도

Mission Critical

실패할 경우 성공적 임무완료 또는 전투능력 유

지를 불가하게 하는 어떤 조건, 상황, 운용, 과정 

또는 품목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임무 지원 지점 | 任務支援地點 | 행정공통

Mission Support Site

작전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추가적인 장비 및 보

급품을 획득하며 최종적으로 작전을 준비하고 점

검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점은 

작전 전후에 단기간 동안 사용하되 숙영지는 1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통상 목표를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목표 감시를 위하여 작전 

제대 요원이나 보조 부대를 활용할 수 있다. 

임무 필수 품목 | 任務必須品目 | 사업/계약관리

Mission Essential Item

특정기능부대의 임무수행 상 필수불가결한 품목

들이다. 예를 들면 연구, 생산, 정비 및 기타 시

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비소모품 및 수

리부속품 등을 말한다. 임무필수품목은 인가저장

품목의 선정대상이 된다.

임무 효과도 | 任務效果度 | 사업/계약관리

Mission Effectiveness

운영유지단계에 임무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데 그 

달성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M&S로써 이

를 통해서 교전간 피아우열지수 등을 도출한다.

임무단계 부호 | 任務段階符號 | 사업/계약관리

Mission Phase Code

임무단계/운용형태를 식별하도록 정부기관에 의

해 부여된 한자리 부호로 ‘A~ Z’,‘0~ 9’,‘*’를 사

용한다.

‘*’는 모든 임무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

임무형 명령 | 任務形命令 | 행정공통

Mission Type Order

1. 상급 사령부에서 예하 부대에 완수하여야 할 

전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명령을 말한다. 

2. 수행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수행되어야 

할 임무를 부대에 명령하는 것.

임시 계약 | 臨時契約 | 사업/계약관리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

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가계약의 순화어

이다.

임시 규격 | 臨時規格 | 정책/제도

1. 군수품의 구매 및 획득시 기술자료가 미흡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 정식 규격화하지 아니하고

는 동일 품목의 군수품 구매에 원칙적으로 재사

용하지 못하는 규격이다.

2. 임시규격으로 제정된 제품/품목의 임시규격

의 재사용이 필요시는 표준 관리부(장비/물자규

격팀)에 재사용에 관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표준관리부는 재사용 요청사항에 대해 자체 기술

검토 후 검토 결과를 제안기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임시 규격서 | 臨時規格書 | 정책/제도

기술자료가 미비할 때 제정하는 규격서로서 정식

규격화 하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품목 구

매에 재사용하지 못하는 규격서(다만, 기술자료 

획득 곤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격 

제정기관의 심의 및 국방부 승인 후 재사용 가

능)이다. ☞ 약식 규격서

임시 명칭 | 臨時名稱 | 정책/제도

시제품 개발 시 업체나 연구개발 주관기관에서 

임의로 부여한 이름을 말한다. 사례) 차기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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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보병전투장갑차

임시 재고번호 | 臨時在庫番號 | 정책/제도

Temporary Stock Number

나토목록체계 규정에 의한 원생산국 재고번호 미 

부여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말한다.

임시 조약 | 臨時條約 | 정책/제도

Provisional Treaty

정식 조약이 확정되기 전에 국회 비준과 대통령

의 재가를 득하지 않은 임시적인 조약이다.

임시 조인 | 臨時調印 | 정책/제도

Initial Signature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성립되어 조약 내

용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 체약 당사국 주권자의 

비준(批准)에 앞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

하여 임시로 하는 조인을 말한다.

임시 지급금 | 臨時支給金 | 사업/계약관리

Suspense Payment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 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 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

다. 가지급금의 순화어. ☞ 가지급금

임원 | 任員 | 사업/계약관리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로서 동 직무

에 해당되면 등기여부, 직위, 명칭 여하와는 관

계없이 임원으로 보며 이들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임원급여라 한다.

입주 기업(협약기업) 

| 入住企業 또는 協約企業 | 정책/제도

민수분야 우수 기술을 군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벤처센터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

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한다.

입증 | 立證 | 행정공통

Proof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입증 책임 | 立證責任 | 행정공통

Burden Of Proof/ Onus Of Proof

소송에 있어 법규 적용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

명할 책임이다. 변상 책임의 소재를 밝힘에 있어

서 책임 판정 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을 지

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품 관리 공무원이 변상 책

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물품관리법은 물품 출납 공무

원에 대해서는 책임 판정 기관에서 그 책임의 존

재를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

을 지지 않고 물품 출납 공무원 스스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변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품 출납 공무

원을 제외한 기타의 물품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 판정 기관에서 거증책임을 지도록 이원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 거증 책임(擧證責任)

입증(확인) | 立證確認 | 사업/계약관리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체계 / 구성품이 사용

자가 의도하는 사용목적을 충족시킴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일부 서적에서는 입증 대신 

확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입찰 | 入札 | 사업/계약관리

Bid

일의 도급(都給)이나 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희망

자에게 희망가격을 써내어 경쟁하게 하는 계약 

체결에 의한 방법이다.

입찰가격 | 入札價格 | 사업/계약관리

Bidding Price

경쟁입찰에서 응찰자가 제시하는 수주 희망가격

을 말한다.

입찰공고 | 入札公告 | 사업/계약관리

Notice of Tender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의 목적, 입찰일시 및 장소 등을 지정정

보처리장치 및 신문, 관보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입찰공고는 입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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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찰기일(우편입찰이 가능할 때)의 전일로

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할 경우나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5일간으로 단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입찰공고 기간 | 入札公告其間 | 사업/계약관리

Bidding for the period

1.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2.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재

공고입찰의 경우 등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가 가능하다.(협

상에 의한 계약)

입찰담당 공무원 | 入札擔當公務員 | 

사업/계약관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전자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입찰보증금 | 入札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Bid Bond

입찰 참가자에게 보증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낙찰

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경우 그 보증금을 몰

수하여 부실업자의 응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써 입찰이 끝나면 찾아가며 낙찰업체로 선정되면 

계약보증금으로 활용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가 투찰 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다.

입찰안내서 | 入札案內書 | 사업/계약관리

Bid Guide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공사의 입

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

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

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입찰유의서 | 入札留意書 | 사업/계약관리

재무관이 물품구매 또는 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

쟁 입찰자들에게 입찰시 필히 알아두어야 할 제

반 강조 사항이라고도 한다. 입찰 유의서에는 입

찰 참가 자격, 입찰 보증금의 국고 귀속, 입찰서 

작성 및 제출, 낙찰자 선정, 무효 입찰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된다.

입찰자 | 入札者 | 사업/계약관리

Bidder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되는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입찰자 지명 | 入札者指名 | 사업/계약관리

지명 경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 참가의 

대상 업체를 지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하여야 

할 업자의 수는 계약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 지명의 방법은 일반 경쟁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과 함께 지명 

대상자 별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된

다. 그리고 지명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자산이 

풍부하고 신용이 두터운 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입찰지시서 | 入札指示書 | 사업/계약관리

재무관이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경쟁입찰 참가

자들에게 제반 조건을 지시하고 확약을 받는 서

류이며, 입찰 지시서에는 납품 기일, 납품 장소 

및 관급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지시하여야 한다.

잉여 재산 | 剩餘財産 | 행정공통

Excess Property

모든 정부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으며, 정부 

기관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치 않는 초과된 

정부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정부 재산에는 설

물, 폐품, 사용 가능 미사용 불가능한 재산을 포

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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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부여 공정 | 資格賦與工程 | 행정공통

Qualification Process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자금 | 資金 | 정책/제도

Fund

「예산회계법」상 국가 사업에 요하는 비용, 즉 세

출 및 국고 채무의 지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현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세입금을 위시

하여 국채 모집금, 재정 증권 모집금, 차입금 및 

일시 차입금 등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수입금은 모두 자금이라 칭한다. 자금은 지출관

을 경유하여 지출하게 된다. 통합 회계에 있어서

는 모든 자산의 증감 변동과 비용의 발생을 자금

과 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자금 조달 예산 | 資金調達豫算 | 사업/계약관리

미 국방 재무회계 본부(DFAS-DE/I)로부터 지

출명령에 대하여 이행하는 미 국방부 부서의 

승인 결과 증가된 예산이다. 이 활동은 “FMS 

reimbursables”로서 반영됨.

자금결산 | 資金決算 | 정책/제도

자금사용 부대와 지원부대 간의 자금사용액 확인 

절차이다. 자금사용 정도를 인식하여 자금사용의 

자율적인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사

용과 결과 분석을 위한 자금 관리 제도의 최종 절

차이다. 자금 결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금 결산 = 보급 조치량 + 불출 예정 설정량.

2. 불출 예정 설정 품목 중 아래 경우에는 가용 

자금으로 복귀. 즉, 거래 부대에서 취소 요청시, 

D/O 설정일로 부터 365일 경과 후 조치.

3. 회계 연도 내 미사용 자금 중 불출 예정 설정

량은 이월 지원.

4. 자금 사용 및 지원 실적은 거래 부대에 통보. 

일일 : KD 1030 거래 부대 청구서 처리 현황. 월 

: KM 2280 거래 부대 자금 통합 시산표(월간 자

금 사용 현황).

5. 자금 대장 유지.

자금계정 부호 | 資金計定符號 | 정책/제도

Requisition Control Number

품목에 대한 자금의 예산 결산, 집행 및 분석을 

위한 부호로서 예산의 사업별 금액과 보급 지원

의 물품 회계를 연결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사용(집행)을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집행 예

산 중 야전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고 있으

며 예산의 세세항 및 목에 따라 기능별, 무기체

계별, 수리부속품 및 물자별로 분류하여 자금 계

정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자금 계정 번호별로 자

금 배정, 자금 사용, 자금 통제 및 자금 결산을 

행한다. 

☞ RCN(Requisition Control Number)

자금관리 보급제도 | 資金管理補給制度 |

정책/제도

Fund Management Supply System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보급 지원 성과를 달성

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해 오던 씨링(한도) 보급 

제도 대신 보급품 사용 부대에 연간 적정 자금

을 배정한 후 배정 자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보

급하는 제도이다. 적용은 군수 유지비로 획득되

는 보급품 중 장비, 탄약, 급식을 제외한 전 품목

을 자금 관리에 의해 보급하되, 그 중에서 초과

품/도태 장비 부속은 자금관리 제도를 미적용한

다. 자금 배정은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병력 및 

부대 유지와 지역 특성, 부대 임무를 고려한 세

부 기준을 설정하여 배정한다. 군수사 예비 자금

은 배정된 자금의 8% 범위 내에서 확보 운영한

다. 자금 배정은 국방부에서 산정한 표준 단가를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전군 보급 업무를 수행하

는 사단급 이상 지원 제대에 적용한다.

자금관리 제도 | 資金管理制度 | 행정공통

Fund Management System

보급품 사용 부대에 연간 적정 자금을 배정한 후 

배정 자금을 기준으로 청구 보급하는 제도로, 청

구 보급 제도를 보조하는 일종의 보조적 보급 제

도이다. 이 제도는 육군에서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1983년 7월 1일부터 비교 평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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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신규로 설정되어 이 제도에 연계되어 자금 

관리 비교 평가 제도로 3군에 공히 실시되었다. 

그 후 육군에서는 1990년 8월 1일 이후 비교 평

가 제도의 방향을 자금 분석 위주로 전환하여 자

금 관리 비교 평가 제도를 자금 관리 보급 제도

로 전환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첫째, 군

원 시대 이래의 낭비 풍조 척결. 둘째, 가수요 발

생 억제를 통한 청구 보급 제도의 정착. 셋째, 전

투 준비 태세 확립 및 장차전에 있어서 군수의 

중요성 인식 제고. 넷째, 사용부 대에 대한 자금 

사용 기준의 제공 등이다.

자금배정 | 資金配定 | 정책/제도

피지원 부대가 필요로 하는 연간 보급품의 양을 

자금으로 환산하여 피지원 부대에 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통상 피지원 부대의 소요 제기를 

기초로 하여 자금 계정 부호별로 배정된다.

자금수임 | 資金受任 | 정책/제도

수임이란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뜻이며, 자금 수

임은 피지원 부대를 위하여 보유하는 지원 부대

의 자금 관리 의무를 표시하는 것이며, 이 계정

은 보유 가격을 나타내는 대변 잔액 계정으로서 

이는 수임 자금 계정의 대조 계정이다.

자금원 부호 | 資金原符號 | 사업/계약관리

Fund Source Codes

보급품을 획득 시 해당 자금 원천을 나타내는 부

호로 목록 제원 테이블에서 관리되고 예산편성, 

조달 요구, 보급 거래 시 활용되는 부호이다. (국

내 부호) 1. 보급 지원 협정(SSA) 2. 총괄 판매

(BO) 3. 무상 군원(SAP) 4. 중앙 조달(국내 조

달) 5. 군공창 제작 및 생산 6. 중앙 조달(국외 

조달) 7. 국외 조달 상업 구매, 8. 기지 조달(국

방 물자 시스템). ☞ FC(Fund Source Codes)

자기 테이프 | 磁氣tape | 정책/제도

Magnetic Tape

표면에 산화철 따위의 자성 물질을 칠하고 띠 모

양으로 가공한 보조 기억 매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서 많은 양의 데이

터를 취급할 수 있으나 순차적 접근 방식이므로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의 추가, 삭제, 변경 따위

에 어려움이 있다.

자대 표준기 | 自隊標準器 | 사업/계약관리

군1급 및 군2급 정밀측정시험소 보유 표준기에 

의해 교정을 받는 장비로 장비 운용부대에서 자

대 교정 장비의 교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자동 보급 | 自動補給 | 행정공통

Automatic Supply

사용 부대의 청구 없이 자동적으로 불출되는 보

급 제도를 말한다. 이는 추정, 경험 또는 소비 실

적률에 기초를 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적으

로 발송 또는 불출된다. 예를 들면, 창설 부대에 

대한 초도 보급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동 자료처리 장비 식별부호 

| 自動資料處理裝備識別符號 | 정책/제도

자동자료처리장비 및 포함부품을 해당관리자로 

하여금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부여한 

부호이다.

자동 제어 | 自動制御 | 행정공통

Automatic Control

1. 물체, 기계, 장치 따위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

여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일. 2. 제어를 자동적으

로 행하는 것. 전기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원

자로 등의 운전을 자동화 또는 작동조정을 한다.

자동 측지 장비 체계 | 自動測地裝備體系 |

무기체계

작전지역의 정확한 측지제원을 산출하여 육군 포

병 화력지원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동측지장비를 국과연 주관으로 국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 | 自動車補修用塗料 |

정책/제도

차량이 애초에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올 때 자동

차 메이커에서 도장 되어 제공되는 색상이외에 

교통사고나 기타 요인 등에 의해 재 도장이 요구

되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도료 및 외관의 재 도

장이나, 미적 변화를 주기 위하여 기존의 색상이 

아닌 특수 도료로 도장을 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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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지는 자동차용 도료를 말하는 것이다.

자동차용 도료 | 自動車用塗料 | 정책/제도

자동차 표면에 도장하는 도료는 녹이나 부식으

로부터의 소재 보호, 아름다운 색채를 통한 외관 

향상, 기능, 의미, 소속 등에 있어 다른 차종과의 

차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자동차들은 자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기후와 환경조건 속에 오랜 기간 사용되기 때문

에, 도장공정은 더욱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술을 

요하고 있다

자료 관리 | 資料管理 | 정책/제도

Data Administration

데이터는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를 만들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저장 및 처리되는 

기술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 문서, 관리정보, 

발표자료, 숫자 또는 자료를 의미하며, 기록 형

식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데이터 관리는 

시스템 전 수명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적 성

격의 데이터를 확보, 접근, 관리, 보호 및 사용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자료 교환 포맷 | 資料交換Format | 정책/제도

Data Exchange Format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로터스, 멀티플랜 

등)간 자료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한 문

자 파일 포맷을 말한다.

자료 교환 협정 | 資料交換協定 | 정책/제도

Data Exchange Agreement

우방국 간의 상호 관심 있는 군사과학 기술정보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다.

자료 목록 | 資料目錄 | 사업/계약관리

Data List

규격자료를 보관, 관리,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

여 자료번호를 기준으로 도면과 관련된 부품번

호, 자료명, 구성부품의 수량, 도면매수, 도면의 

등급(조립도, 부조립도, 부품도) 구분, 품질 보증 

요구서(QAR)의 매수, 검사장비 도면의 매수, 포

장자료시트의 매수, 수정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

를 말한다.

자료 일련번호 | 資料一連番號 | 정책/제도

Data Serial Number

입력 및 출력에 있어서 Record의 번호를 순차적

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통제번호이다.

자료 접수기관 | 資料接受機關 | 정책/제도

Authorized Item Identification Data Receiver

자동 분배되는 기 수록 품목 식별자료를 접수하

거나 목록 Database 내에 수록된 목록정보를 직

접 조회/검색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을 나타내

는 부호이다.

자료 제출기관 | 資料提出機關 | 정책/제도

Submittering Activity

특정보급품에 대한 품목 식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을 말한다.

자료 최신화 | 資料最新化 | 정책/제도

Data Update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 내용으로 갱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 협조기관 | 資料協助機關 | 정책/제도

특정보급품에 대하여 기록된 품목식별 자료를 교

정할 목적으로 협조토록 선정된 부대/기관을 나

타내는 부호이다.

자료 환류 | 資料還流 | 사업/계약관리

Data Feedback

정보 및 첩보 자료가 수집, 생산, 처리 체계 내에

서 상호 교류되는 것을 말한다.

자문형 용역 | 諮問型用役 | 사업/계약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

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을 말한다.

자본 | 資本 | 사업/계약관리

Equity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다. 따라서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금액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

가총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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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資産 | 사업/계약관리

Assets / Property

1. 현보유 재고량과 수입예정량의 합계에서 불출

예정량을 차감(差減)한 보급품의 수량이다. 자산 

= 현보유(OH) + 수입예정(DI) - 불출예정(DO)

2.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future economic benefits)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본다.

자연 건조형 도료 | 自然乾燥型塗料 | 정책/제도

도료의 도막이 일정한 시간동안 자연방치 후 건조

되어 형성되는 도료를 자연 건조형 도료라 한다. 

대부분 용제의 휘발에 의해서 도막이 형성된다.

자연적인 소모 | 自然的인 消耗 | 사업/계약관리

Attrition

고용인의 회전율 또는 파손이나 작업폐물과 같은 

정상적인 과정에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자

원의 손실을 말한다.

자외선 감지기 | 紫外線感知器 | 행정공통

Ultraviolet Detector / Ultraviolet Rays Sensor

광검출기 중에서 10~38㎚의 파장 영역의 감도

를 지닌 광전(光電) 검출기. 광자(光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금속광 전면을 가진 외부 광자 효과

형 검출기를 비롯하여 살리실산나트륨 등의 자외

선·가시 광선 변환 형광체가 앞면에 있는 광전

자 증배관이 많이 사용된다. 특히 200㎚부터 단

파장측(短波長側)은 극자외선 영역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120㎚부터 단파장측에서는 특징 있는 

여러 가지 검출기가 쓰인다. 예를 들면 연속 구조

인 반도체 2차 전자면을 지닌 스트립형의 창없는 

광전자 증배관이나 봉입 가스의 광이온화를 사용

한 이온화형 검출기가 있다. 앞의 것에는 2차 전

자면으로서 금속 산화물·납유리·세라믹 등이 

쓰이는데 광전면으로서 금속 광전면 외에 2차 전

자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구조적으

로는 평판 2차 전자면을 갖춘 스트립형, 파이프 

모양의 채널 트론이나 이것을 다발로 묶어서 절

단한 모양의 마이크로 채널 플레이트 등이 있다. 

뒤의 것에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온화 상자나 

가스 카운터가 있다. 세기의 절대 측정에는 열전

쌍(熱電雙)이나 볼로미터(bolometer)가 쓰이는

데 단파장측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나타난다.

자외선 필터 | 紫外線filter | 행정공통

UV Filter

자외선 흡수 필터이며 ‘자외선 필터’, ‘헤이즈 컷

(haze-cut)’ 필터라고 불린다. 대기 중에 끼어 

있는 400mm 이하의 단파장 자외선을 흡수해서 

깨끗한 화면을 만들고, 아크 라이트나 수은 등에 

끼우면 자외선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이로 인

해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좀 더 선명하게 하

고 화면 전체에 청색이 감도는 것을 억제하는 효

과가 있다. 카메라에서는 렌즈 보호를 겸해 사용

한다. 헤이즈는 원경을 촬영하는 야외 장면에서 

안개가 깔린 것과 같은 희미한 현상으로 대기 중

의 먼지나 작은 입자에 의해 광선이 산란되어 발

생한다. 헤이즈 필터란 이름으로 쓰일 때는 자외

선, 청색광, 헤이즈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를 의미하며 UV 필터가 사용된다.

자원관리 | 資源管理 | 정책/제도

Resource Management

1. 태스크 처리에 필요한 장치, 기억 영역 또는 

호의 접속 처리에 필요한 통화로 등 자원의 사용 

상황을 관리하는 것. 자원은 여러 태스크에 따라 

사용되는 일이 많으므로, 자원 관리에서는 해당

되는 자원이 비어 있는지 막혀 있는지 등을 관리

함과 동시에 사용자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2.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여러 자

원의 할당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각종 제어 프로

그램의 기능에 관한 총칭.

자원관리 정보체계 | 資原管理情報體系 | 

전력지원체계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전력지원체계 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

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소프

트웨어·데이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

을 발휘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기획·

재정, 군수·시설, 인사·동원, 전자행정 등의 

국방업무체계와 국방M&S체계 및 교육훈련보조

체계(CBT 등)를 통칭한다.

자원관리 제도 | 資源管理制度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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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Management System

자원의 경제적인 분배와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

하기 위하여 수립된 체계를 말한다. 군원 체제로

부터 자주국방 체제로 전환되면서 합리적인 국방 

관리 의식이 싹트기 시작함에 따라 기획, 집행, 

통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자원 관리 

제도로 발전시켜 왔다. 각개 장병의 주인 의식과 

지휘관에게 기업주 의식을 심어 주는 자금 관리 

비교 평가 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투자 및 유지

비 분석 자료를 위한 정비 관리 기록 제도와 부

대 전 보유 자원을 종합 집계하는 관리회계 제도

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인 관리 제도의 수행을 위해서 관리자에게 비용 

효과 분석, 체계 분석 기법(OR/SA), 분석적 의

사 결정 기법, 전략적 국방 기획 방법 등을 적용

하여 국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국방 자원 관리 제도이다.

자유 매입 신용장 | 自由買入信用狀 |

사업/계약관리

Freely Negotiable LC

수출지의 매입 은행을 수출상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하

며,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신용장이라는 의미에

서 General LC, 은행이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

에서 Open LC라고도 부른다. 이 신용장 하에서 

개설 은행의 지급 확약을 받고 있는 자는 어음의 

발행인, 어음의 배서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

라서 이 신용장의 개설 은행은 수출지의 매입은

행으로부터 수출상의 선적 서류를 우리 은행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 통보를 받을 때까지는 

어떤 은행이 매입 은행이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수출상은 자신의 선택에 따

라 어음을 분할하여 둘 이상의 은행에 분할 매입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유도 | 自由度 | 정책/제도

Degrees of Freedom

관측값의 수에 대하여 특정 체계 내에서 임의로 

결정될 수 있는 수의 개수이다.

자율 주행 기술 | 自律走行技術 | 무기체계

자율 주행 기술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차량 

변경 제어 기술, 장애물 회피 제어 기술 등 을 이

용,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최적의 주행 경

로를 선택, 자율 주행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율 항목 | 自律項目 | 행정공통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

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

지항목을 말한다.

자이로 감지기 | Gyro感知器 | 무기체계

Gyro Sensor

지구의 회전과 관계없이 높은 정확도로 항상 처

음에 설정한 일정 방향을 유지하는 성질을 이용

하여 물체의 방위 변화를 측정하는 감지기이며, 

항공기, 함정, 유도 무기,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항법용, 자세 제어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이로스코프에는 기계적인 방식과 광을 이용하

는 광학식이 있다.

자이로 안정기 | Gyro安定器 | 무기체계

Gyrostabilizer

1. 자이로 작용을 이용하여 운항 중인 선체나 항

공기의 동요를 줄여 주는 장치이다.

2. 자이로를 이용하여 전차의 전후 동요에 상관

없이 전차포의 상하 움직임을 안정시켜서 사격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이다.

자이로스코프 | Gyroscope | 무기체계

Gyroscope

각 운동량 보존 법칙(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에 근거해서 방향을 측정하거나 유

지하는 데 쓰는 기구.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의 

운동량에 따라 장치를 유지하고 있는 틀이 기울

어져도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바퀴의 자세는 장

치의 기울어짐과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된

다. 자이로스코프는 기계적 자이로 (mechanical 

gyro), 광학 자이로 (optical gyro), 마이크로 자

이로 (micro gyro)로 나눌 수 있다. 기계적 자이

로는 회전하거나 진동하는 물체의 코리올리 효과

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동 자이로가 여기에 속한

다. 광학자이로는 Sagnac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RLG (Ring Laser Gyro), FOG (Fiber Optic 

Gyro)가 있다. 마이크로 자이로는 반도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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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기술을 이용하여 자이로를 수 mm 이하의 크기

로 소형화한 것이며, 주로 진동자이로 원리를 쓰

고 있다.

자재 | 資材 | 무기체계

함(정)의 건조를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주재료, 

보조재료, 함수품, 기타 재료 등을 말한다.

자재 결함 보고서 | 資材缺陷報告書 | 행정공통

Material Deficiency Report

장비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신품 및 창재생품)의 

결함이 주요 결함이라고 판단될 때, 이를 책임 

부서(제작사 및 수리창)에 통보하여 결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를 말한

다.☞ MDR(Material Deficiency Report)

자재 명세서 | 資材明細書 | 정책/제도

Bill Of Materials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데이터로 최종 제품과 부품들과의 관계를 계층적

으로 표현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정보 및 부

품 구조정보가 결합된 구조를 BOM이라 하며, 이

는 용도와 부서에 따라 설계 BOM과 제조 BOM, 

기타 BOM등으로 구분한다.

자재 소요 계획 | 資材所要計劃 | 행정공통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제품의 수량 및 일정을 토대로 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분품, 공정품, 조립품 등의 소

모량 및 소요 시기를 역산해서 일종의 자재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관리를 겸한 효율적인 재

고 관리를 모색하는 시스템, 자재 명세서(BOM), 

재고 기록철(Inventory File), 총괄 생산 계획

(MPS) 정보를 이용한다. 

☞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수리 요구서 | 資材修理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각종 수리부속이 국내 수리 능력(군공창/민영창) 

미개발로 인하여 해외 창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

미 수리 의뢰 대상 품목의 대외 군사 판매 수리 

인가 요구서를 말한다. 수리 케이스(Case)는 보

급 지원 협정(SSA)에 의한 품목 확정 수리 케이

스, 비확정 수리 및 총괄 구매 계약(BO)에 의한 

경우가 있다. 

☞ MRRL(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자재 요구서 | 資材要求書 | 행정공통

Material Requirement List

연간 창 정비 계획(MRS)이 작성되면 창 정비 시 

소요되는 자재의 요구량을 보급 분야에 소요 제

기하는 문서로 정비 및 보급 분야에 엄격한 심의

를 거쳐 확정되며 보급의 청구 목표(RO) 산정 자

료로 활용된다. 또한 본 요구서의 작성 근간이 

되는 문서는 자재 표준서(MSWS)가 된다. 자재 

요구서에 의한 적중률 분석을 통한 적중률 향상

은 정비 분야의 주요 발전 과제이다. MRL = (계

획년도 MRS 수량 × 구성당 수량(UPA) × 교환

율) - (정비창 재고 + 후불량).

☞ MRL(Material Requirement List)

자재당 수량 | 資材當數量 | 사업/계약관리

구입된 원자재의 단위당 생산할 수 있는 부품 또

는 제품의 수량이다.

자주 대공포 | 自走對空砲 | 무기체계

30mm자주대공포 ‘비호’는 ADD(국방과학연구

소)가 1999년 12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자주화 대공포로 주·야간 작전이 가능하고 기동

력이 우수한 전천후 무기체계이다. 특히 전력화 

기간 중 실시한 대공사격시 명중률이 우수해 대

군 신뢰도를 증진시켰으며, 국산화를 한층 증진

시켜 향후 효율적인 장비유지 기반체제를 구축했

다. 이와 함께 핵심 구성품인 피아식별기, 육안

조준기 등을 국내에서 개발함으로써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 비호

자주 발칸 | 自走발칸 | 무기체계

Self-Propelled Vulcan

수륙양용 장갑차(K200)에 20미리 대공포인 발

칸을 탑재하여 기동력이 우수하고, 적의 소화기 

공격으로부터 인원과 장비에 대한 장갑보호 능력

을 갖추고 있는 방공 무기체계이다.

자주포 | 自走砲 | 무기체계



391

ㅈ

작업패키지

Self-Propelled Artillery

무한궤도차량에 화포를 탑재한 장비를 통칭하는 용

어로서 우리나라에는 K-55, K-9자주포가 있다.

자체 감사 | 自體監査 | 정책/제도

Internal Auditing

자체 감사란 감사를 받는 기업 내부의 감사 직원

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자기 감사라고도 한

다. 또한 내부감사는 주로 경영관리를 적극적으

로 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감사 

자료를 외부 감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도 행하

여진다. ☞ 내부 감사(內部監査)

자체 시험 | 自體試驗 | 정책/제도

Self Test

지원·시험 장비 또는 시험 중 품목이 설계 한계 

내에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 혹은 일련

의 시험을 그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와 시

험 기능이 자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수행되는지를 

시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체 시험장비 | 自體試驗裝備 | 정책/제도

Built-in Test Equipment

장비 또는 체계의 시험만을 목적으로 체계 또는 

장비 내에 내장된 품목을 말한다.

자체 연구 | 自體硏究 | 정책/제도

자체 자금(정부출연사업비 중 연구를 위해 편성

된 예산, 자체수입금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

구업무를 말한다.

작업단위 부호 | 作業單位符號 | 행정공통

Work Unit Code

특정 체계, 하부 체계, 구성품/조립체, 체계/장

비의 부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영문자-

숫자 부호로 관련 부서에 의해 부여/지정한다. 

☞ WUC(Work Unit Code)

작업명령서 | 作業命令書 | 사업/계약관리

Work Order

작업 수행을 지시하기 위한 명령서로서 담당자, 

작업자, 원재료, 공구, 장비, 작업 방법, 기계 조

작, 표준 시간, 작업 시간, 생산 수량 등 작업 수

행상 필요한 제반 사항이 기재된 명령서이다. 이 

명령서는 관리자에게는 작업의 일정이나 절차

에 의거 작업 통제가 가능하게 하며, 노동자에게

는 과업의 완전한 수행을 철저하게 표시해 주며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작업 명령서는 

작업 완료 후 완전한 기록으로서 철하게 된다.

☞ WO(Work Order)

작업명세서 | 作業明細書 | 사업/계약관리

Statement Of Work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규격서(또는 요구사항)

에 기술되지 않은 업무. 작업명세서는 체계공학 

활동에 대한 업무로 계약에 의해 부가되는 의무

의 일종이다.

작업분할 구조 | 作業分割構造 | 사업/계약관리

Work Breakdown Structure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기타 

작업 과제들을 상세하게 구성하여 조직화하는 것

으로 프로젝트의 요소를 세분화하고 더 작은 단

위로 분해하여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

다.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산출물 | 作業産出物 | 사업/계약관리

Work Products

활동을 수행한 결과물로 생성된 산출물을 의미하

는 것으로 문서, 모델, 제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된다.

작업설물 | 作業泄物 | 사업/계약관리

Work Scrap

제품의 제조중 또는 가공후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원재료의 쓰레기·절삭편·가루 등 재료의 폐물

로 작업폐물을 말한다.

작업정의서 | 作業定議書 | 정책/제도

Statement Of Work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범위를 정의하고 있

는 문서를 말한다.

작업패키지 | 作業 Package | 정책/제도

Work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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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표준

작업수행 시 식별된 세부적인 작업 그룹을 말한다.

작업표준 | 作業標準 | 정책/제도

Manufacturing Standard

산업 공학상 노동 표준서(WMOS)와 동일한 내

용이며 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인시수를 최적화하

고 각 정비 단계별 공정에 대한 소요 인시 수를 

적절히 산정(算定)하여 작업공정의 효율을 최대

로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말한다. 이는 작업 조

건, 작업 방법, 관리 방법, 사용 재료, 사용 설비, 

기타의 주의 사항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관리 

평가의 자료가 되며 효율적인 정비 관리 계획 설

립에 중요한 요소이다.

작업표준기 | 作業標準機 | 사업/계약관리

기준 표준기에 의해 측정표준 소급을 제공받는 

장비로 정밀측정 장비 교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군2급 정밀측정시험소 보유)

작전 개념 | 作戰槪念 | 행정공통

Operation Concept

작전 또는 작전과 관련된 지휘관의 가정과 의도

의 윤곽을 구두나 서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전 

개념은 특히 일련의 작전이 동시에 또는 계속적

으로 수행될 때 작전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술되

며 작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하여 작성된다. 이것

은 일차적으로 목적을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한 것

이며 `지휘관의 개념’이라고도 부른다.

작전 계획 | 作戰計劃 | 행정공통

Operation Plan

진술된 가정을 기초로 하여 단일 작전이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전을 망라한 

계획이다. 이는 예하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

원 계획이나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급 제대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지시이다.

작전 기획 | 作戰企劃 | 행정공통

Operation Plan

전략 기획과 작전 계획을 연계시켜 주는 기획 활

동으로서 실제 또는 예상되는 군사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현존 군사 능력의 운용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며, 전·평시 및 전·평시 전환 상황 

하에서 계속되는 광범위한 기획 활동이다.

작전 단계화 | 作戰段階化 | 행정공통

Operation Phasing

작전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수

개의 단계로 구분 실시하는 것. 통상 작전의 단계

화는 한 작전의 성격 및 특성이 변경되고 다른 형

태의 작전이 시작될 때, 또는 공격 기동 형태가 

변경될 때, 부대의 주요 재편조가 요구되거나 작

전의 기간을 상세히 예측할 수 없을 때 실시된다.

작전 동원 | 作戰動員 | 행정공통

Operational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주요 전투 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

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개인에게 작전 동

원 명령서를 교부해 두었다가 유사시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작전 명령 | 作戰命令 | 행정공통

Operation Order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하 지휘관에게 임무와 

작전 수행 방법, 협조 사항 등을 지시하는 명령

으로서, 명령 발행 부대의 임무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발행한다.

작전 목표 | 作戰目標 | 행정공통

Operation Objective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현 상태로부터 최종 

상태에 이르기까지 군사력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군사적 조건. 통상 작전적 수준에서 작전 목

표는 최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

나 조건으로 표현되며, 일련의 행동을 통해 도달

하거나 이루고자 하는 개념적 대상을 의미한다.

작전 보안 | 作戰保安 | 행정공통

Operation Security

아군의 부대 활동과 기도를 적이 탐지하지 못하

게 하는 제반 수단으로서 아군의 부대 활동 통

제, 방첩, 기만 등이 포함된다.

 ☞ OPSEC(Operatio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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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

작전 소요 통제 | 作戰所要統制 | 행정공통

Operational Requirement Control

전시 또는 평시, 작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의 획득, 비축사용에 대한 통제 업무를 말하며, 

주로 합참과 각군 본부 간에 이루어짐. 즉 합참

은 군령 분야 최고 사령부로서 전투에 필요한 자

원(인적, 물적)의 준비 태세 파악이 작전 지휘를 

위한 필수 불가분의 요소이므로 전투에 필요한 

자원의 관리가 비록 군정 사항에 속하더라도 작

계 시행을 위해서 작전 소요 통제를 할 수 있다. 

작전 운용 성능 | 作戰運用性能 | 사업/계약관리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군사전략 목표달성을 위해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

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

과 무기체계능력을 제시한 것으로서 연구개발 또

는 국외도입 무기체계의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의 

기준이 된다. ☞ 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작전 요구 능력(作戰要求能力), 작

전 요구 성능(作戰要求性能)

작전 지속 | 作戰持續 | 행정공통

Operationl Sustainment

작전적 수준에서의 주요 작전을 지속하는 상태 

및 능력을 말하며 인사, 군수 등 모든 근무 지원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작전 지속 능력 | 作戰持續能力 | 행정공통

Operational Sustainability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투 활동을 위해 요

망되는 수준과 기간을 유지해 주는 능력으로서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병력), 

물자 및 소모품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기능이다.

작전 통제 | 作戰統制 | 행정공통

Operational Control

작전 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에 명시된 특정 임무

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으로서 시간적, 공간적 또는 기능적으로 제

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정

된 부대에 임무 또는 과업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필요에 따라 직접 작전 통제를 실시하거

나 이를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 등의 권한을 말하

며 여기에는 행정 및 군수, 군기, 내부 편성 및 

부대 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 통제권 이양 | 作戰統制權移讓 | 행정공통

Change Of Operational Control

부대 또는 단위 부대의 작전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작전 통제권자로부터 타 권한자로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작전 통제권 변경).

작전 한계점 | 作戰限界點 | 행정공통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s

공격 또는 방어 작전 부대가 전투력의 저하, 전

투원의 피로, 긴요 물자의 결핍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및 그 시기를 

말하며 공격 한계점과 방어 한계점이 있다. 

작전사 | 作戰司 | 행정공통

Operations Command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 부대로서, 

합참으로부터 과업을 직접 부여받아 작전을 수행

하는 부대이다.

작전술 | 作戰術 | 행정공통

Operational Art

전략 지침에서 제시된 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일련

의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하며, 전술적 수단들을 

결합 또는 연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잔여 사업비 추정액 | 殘餘事業費推定額 |

정책/제도

Estimate to Complete

사업 완료일까지 남아있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

요한 추정비용을 말한다.

잔존 가액 | 殘存價額 | 사업/계약관리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자산의 

예상처분가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한다.

잠룡 | 潛龍 | 무기체계

잠수함 탑재기뢰로 복합기뢰로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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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탑재기뢰 

잠수함 탑재기뢰 | 潛水艦搭載機雷 | 무기체계

☞ 잠룡

잠재적 협력가능 과제목록 

| 潛在的 協力可能 課題 目錄 | 정책/제도

Shopping List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협력 상대국에 제안하

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 목록을 말한다.

잠정 | 暫定 | 정책/제도

현재는 평가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평

가요원의 건전한 상식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사용자와 개발자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계획과 자원(예산포함)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시 요구를 만족가능 할 것

으로 판단시 사용된다.

잠정 규격서 | 暫定規格書 | 정책/제도

Provisional Specification

소용되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함에 있어 잠정

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정식 규격서의 내용을 

구비하여 작성한 규격서로 1년 이내에 정식 규격

화하지 않으면 잠정 규격서는 폐지된다.

☞ PS(Provisional Specification)

잠정 기준 충족 | 暫定基準充足 | 정책/제도

성능이 기술된 시험평가 기준 혹은 결과를 만족

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 또는 판단되나 시험이 

진행중 일 때 사용한다.

잠정 만족 | 暫定滿足 | 정책/제도

Provisional Satisfaction

주어진 항목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 또는 판단되

나 시험이 진행 중일 때 사용된다.

잠정 부대 | 暫定部隊 | 행정공통

Provisonal Unit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제한된 기간 중에 임

시적으로 편성되는 인원 및 장비의 결합체를 말

한다.

잠정 적합 | 暫定適合 | 정책/제도

Provisional Suitability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용

자와 개발자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계

획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사용

된다.

잠정 전투용 적합 부적합 판정 

| 暫定戰鬪用適合不適合判定 | 정책/제도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전투용 적합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정 편성 부대 | 暫定編成部隊 | 행정공통

Tentative Troops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직

된 부대를 말한다.

잠정 편성 장비표 | 暫定編成裝備表 | 행정공통

Tentative 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

시험적인 편성을 하고 있는 부대에서 인원 및 장

비 혹은 그 양자에 대하여 규정한 표이다.

잠정 효율 | 暫定效率 | 정책/제도

Provisonal Efficiency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용

자와 개발자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계

획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사용

된다.

장거리 극 초음속 유도탄 

| 長距離極超音速誘導彈 | 무기체계

Long Range Hypersonic Missile

사정 거리가 최대 800~1,200km까지 가능하고, 

마하 6-8의 극 초음속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미

사일이다. 탄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스크램 제트 

추진 장치에 의해 추진된다. 2분 동안에 200km

나 8분 동안에 1,200km 정도를 비행시킬 수 있

는 전구 탄도 미사일용 발사 플랫폼 등과 같이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표적을 공격하는 

데 이용된다. 견고하고 깊이 숨겨져 있는 표적을 

파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 에너지 요격체를 

갖추고 있으며, 속도를 매우 높게 함으로써 표적 

파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장거리 대잠 어뢰 | 長距離對潛魚雷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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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협약

Long Range Antisubmarine Torpedo

☞ 홍상어

장기 계속 계약 | 長期繼續契約 | 사업/계약관리

Long Term Contract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

별한 경우에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

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이행되는 계약

으로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이것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또는 그 이행을 수년

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

된 공사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여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

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

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이는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 정부계약의 종류

장기 계속 공사 | 長期繼續工事 | 사업/계약관리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의 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공사로서 낙찰 등에 의

하여 결정된 총 공사 금액을 부기하여야 하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 금액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

에서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제

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 금액은 총 공사의 계

약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 계속비 계약 | 長期繼續費契約 |

사업/계약관리

국회에서 총예산과 연도별 연부액이 일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계약(5년 이내)을 말한다.

장기 계약 | 長期契約 | 사업/계약관리

Long-term Contract

계약 이행기간(계약 기간)이 2 회계 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로서 설치된 계약 방법이

다. 즉 1 회계 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단

기계약(단년도 계약 또는 일반 계약이라고도 함)

의 특례로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여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장기 조달 계획 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단기 계약을 적용하

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적용토록 규

정함으로써 장기 계약은 계약 체결 시 그 이행기

간이 당해 회계 연도를 이월하게 함이 불가피한 

경우와 조달 정책이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의 적용이 더 효율적

이고 경제적인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계약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장기 생산소요 품목/물자 

| 長期生産所要品目/物資 | 사업/계약관리

Long-lead Items/Long-lead Time Materiels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림에 따

라, 가능한 조기에 시스템 완성일을 맞추기 위하

여 조기자금이 필요한 장비의 일부 또는 시스템 

구성품들을 말한다.

장기 옵션 계약 | 長期option契約 |

사업/계약관리

Long-term Option Contract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

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

정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다.

장기 전력 소요 요청서 | 長期戰力所要要請書 | 

사업/계약관리

Long-term Force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연중 수시로 장기 전력 소요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선행 연구 또는 탐색개발의 

근거를 제공한다.

장기 협약 | 長期協約 | 정책/제도

Long-term Agreement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당해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

연도 연구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

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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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장벽 | 障壁 | 행정공통

Barrier

적 부대의 이동을 지연, 제한, 정비, 전환 혹은 

유인하여 추가적으로 적에게 인원, 시간, 장비의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계획되고 운영되며 협조된 

일련의 자연 및 인공 장애물을 말한다.

장보고급 잠수함 | 張保皐級潛水艦 | 무기체계

Chang Bo-go Class Submarines

장보고급 잠수함I(KSS-I)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

수함이며,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도입한 것이

다. 1987년 최초 3척이 주문되었는데, 1척은 독일 

HDW 에서 건조되고 2척은 옥포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되었다. 모두 9척이 건조되었다. 최대 잠항 

깊이는 250미터이며 수동형 견인 어레이가 부착

된다. 3,800 마력의 MTU 12V 396 SE 디젤 기

관 4기가 탑재되어 있고, 각 기관 마다 발전기가 

장착되 4기의 발전기로 축전지를 충전시키며, 축

전지로 움직이는 모터 1대가 저소음 침투시 이용

된다. SSM이 탑재되어있고, SUT 어뢰와 K-731

를 발사할 수 있는 21인치(533미리) 함수 발사관 

8개를 가지고 있다. 어뢰 대신 28개의 K-721 기

뢰를 장착할 수 있고, Atlas Electronik CSU 83 

음파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장보고함 | 張保皐艦 | 무기체계

독일에서 도입하여 1993년실전에 배치된 한국 

최초의 잠수함. ☞ 장보고(張保皐)급 잠수함

장부 가액 | 帳簿價額 | 사업/계약관리

자산의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장비 | 裝備 | 행정공통

Equipment

1. 무기체계의 준비나 운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주요 하부무기체계를 말한다. 

이는 주로 임무장비와 지원장비 2가지 범주로 분

류한다.

2. 주요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정해

진 수명기간 동안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제

품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화폐가치를 가진 품

목을 말한다. 장비는 구조적으로 부분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분품, 결합

체, 구성품

장비 검사 | 裝備檢査 | 행정공통

Maintenance Inspection

모든 장비에 대한 정비 검사는 지휘관에 의해 실

시되며 이같은 검사를 통하여 지휘관은 장비의 

사용 가능 정도 및 정비 소요 판단과 정비 능률

을 측정한다. 정비 검사에는 지휘검사, 기술 검

사 및 불시 검사의 3종이 있다.

☞ MI(Maintenance Inspection)

장비 도태 심의 대상 장비 

| 裝備淘汰審議對象裝備 | 사업/계약관리

도태 결정 시 합참 장비 도태 심의 위원회 심의

를 거쳐야 하는 주요 전투 장비를 말한다.

장비 등록 관리 | 裝備登錄管理 | 행정공통

장비의 등록 번호, 도입 년도, 부수 장비 및 공

구, 장비 이동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서 제대별로 장비 등록증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것

을 말한다.

장비 배당표 | 裝備配當表 | 행정공통

Table of Allowance

인원 배당표에 의거하여 편성된 단위 부대 및 특

정 기능 부대에 대한 필수 장비를 제외한 기타 

장비 인가량을 규정한 문서이다. 각 군 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이에 열거된 기타 장비를 

청구하고 불출하는 데 대한 기본 근거 문서이다. 

이 업무는 군수참모부에서 담당하는데, 육군의 

경우 2004년부터 장비 편성표에 통합되어 이 업

무는 정보 작전참모부에서 담당하고, 군수참모부

는 장비 외 물자 배당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 TA(Table Of Allowance)

장비 성능 시험공구 | 裝備性能試驗工具 |

행정공통

Equipment Performance Test Set

장비의 주요 기관의 성능을 시험하는 공구로서 

노즐 시험기, 엔진 가동 측정 시험기, 회전속도 

시험기, 연전류 검출관 시험기 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시험 공구는 장비를 정비 후에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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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로서도 사용된다.

장비 유지비 | 裝備維持費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Maintenance Cost

각 장비를 관리·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

로, 이는 수리부속비와 연료, 유류 및 교탄비를 

포함하는 장비 운용비의 합계로 산출된다. 장비

의 성능과 상태 유지 및 가동과 사용에 필요한 

유지 물자 제반 요소를 포함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 요소이다.

장비 이력 카드 | 裝備履歷__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History Card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을 장비이력이라고 

하며, 장비이력카드에는 장비의 등록번호, 형식, 

규격, 장비의 이름, 사진 등을 기록한다. 장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록하여 현장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하게 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장비 인가 기준 | 裝備認可基準 | 사업/계약관리

부대별 부여된 직능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

와 수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장비 인가 현수표 | 裝備認可現數表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부대 및 부서별 완·감편 장비 인가 및 보유 현

황이 수록되어 있는 장비 인가 문서로서 매년 초 

발간 배포하며, 중앙 장비 인가 보유표와 기지별 

장비 인가 보유표가 있다. ☞ EAID(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장비 인가표 | 裝備認可表 | 사업/계약관리

Table of Equipment

장비인가 기준에 의거 부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가 현수이다.☞ 장비 편성표(裝備編成表)

장비 전투 준비 태세 평가기준 

| 裝備戰鬪準備態勢評價基準 | 사업/계약관리

장비 보유 비율에 장비 가동율을 반영해서 평

가하는 방법을 말하며, 평가율은 80%이상(A

급, 완전 전투 준비), 70~79%(B급, 준 전투 준

비), 69%이하(C급, 비전투 준비)로 구분한다. 산

정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장비 보유 비율 × 장

비 가동율. 2. 장비 보유 비율 = (장비 보유 수 

/ 장비 인가 수)×100(%). 3. 장비 가동율 = (보

유 장비 운용 시간(Uptime)/ (보유 장비 운용 

시간(Uptime) + 불가동 시간(Downtime))) × 

100(%). 4. 종합 장비보유 비율 : 장비 모델별 

보유 비율 산술 평균. 5. 장비 가동 비율 : 장비 

모델별 합계의 가동 비율.

장비 정비 기록부 | 裝備整備記錄簿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Maintenance Log

장비별 자금 관리 보급 제도의 자금 배정 대 사

용의 기준 문서이며, 연도 자금 사용 실적, 유류 

소모 실적, 주파 거리(시간), 정비 인시 등을 월

별 종합 기록하여 장비 종합 이력부의 기록을 위

한 자료를 제공한다.

장비 종합 이력부 | 裝備綜合履歷簿 |

사업/계약관리

장비의 보급시로부터 폐기시까지 제반 기록 사

항을 유지하는 양식으로 장비당 1매씩 작성한다. 

주요 내용은 장비목록, 이력, 정비 제원을 기록

하며, 매년도 수리부속 및 유류사용 금액을 장비

정비 기록부에서 결산하여 이기하는 양식이다.

장비 편성표 | 裝備編成表 | 사업/계약관리

Table Of Equipment

인원 배당표에 의거하여 편성된 단위 부대 및 특

정 기능 부대에 대한 필수 장비 인가량을 규정한 

문서이다. 각 군 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이

에 열거된 필수 장비를 청구하고 불출하는 데 대

한 기본 근거 문서가 된다. 이 업무는 정보 작전 

참모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2004년

부터 장비 편성표로 장비 배당표가 통합되어 필

수 장비뿐만 아니라 기타 장비 업무도 정보 작

전 참모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 T/E(Table Of 

Equipment), TE(Table Of Equipment),

장비 표준화 부호 | 裝備標準化符號 |

사업/계약관리

Standardization Equipment Identific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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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부품에 대한 표준화를 식별하기 위한 군

수 전산 부호이다. 길이 및 형식은 1자리 문자로 

구성된다.(보급 부호집 참조). A : 표준 장비, B 

: 제한 표준 장비, C : 비표준 장비, E : 시험용 

장비, F : 상용 장비.

장비 피해 상태 | 裝備被害狀態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Damage State

전시 전투 및 비전투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피해 

장비의 피해 정도와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

하는 기준이다. 피해 상태의 구분은 완파, 대파, 

중파, 경파로 나뉘어진다.

장비 현황 | 裝備現況 | 사업/계약관리

Equipment Status

군대의 전투력을 이루는 무기체계·장비·설비 

또는 기술적인 준비 상태의 현재 상황을 말한다. 

☞ ES(Equipment Status)

장비 현황표 | 裝備現況表 | 사업/계약관리

Status Of Equipment

군대의 전투력을 이루는 무기체계·장비·설비. 

또는 기술적인 준비 상태의 현재 상황을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이다.

장서 | 藏書 | 행정공통

Books

필요한 분야 이용을 목적으로 자료관리 담당부서

에서 수집 등록한 자료를 말하며, 이 중에서 가

격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만을 지칭할 때는 

“자산적 장서”라고 한다.

장애 복구 시각 | 障碍復舊時刻 | 사업/계약관리

실제로 시스템 장애가 복구된 시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장애 시간 | 障碍時間 | 사업/계약관리

Down time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시간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에 공지한 장애시작시각부터 장애복구시각까지

의 시간을 의미한다.

장애 시작 시각 | 障碍始作時刻 | 사업/계약관리

실제로 시스템 장애가 시작된 시각으로 시스템 

운영자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재개발 | 再開發 | 정책/제도

Redevelopment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되어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

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

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고갈률 | 在庫枯渴率 | 행정공통

Zero Balance Rate

계정상의 대변과 차변의 수량이 0으로 된 상태의 

비율을 말한다. 재고 고갈률은 보급 지원 시설부

대에 확보·운용 중인 인가 저장 품목(ASL)중 

재고 고갈로 보급하지 못한 품목에 대한 비율(청

구 품목 수 대 재고 고갈 품목 수)을 말한다.

재고관리 | 在庫管理 | 행정공통

Inventory Management

보급기관에서 장차 수요에 신속히, 그리고 경제

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사용부대의 수요

를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충족시키는 과학

적인 관리 활동이다. 재고관리 목적은 피지원 부

대에 효과적, 경제적, 능률적인 보급 지원을 제

공하고, 피지원 부대에 적소, 적량을 지원 보장

하기 위해서 보급 지원의 기준을 설정 유지하고, 

재고 수준 유지를 위해 적정 자산을 관리하는 것

이다.

재고기금 | 在庫基金 | 행정공통

Stock Fund

표준화되고 일상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획득, 

보관 및 보급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과 물

자로 설정된 기금을 말한다. 이는 최초로 재고기

금이 설정되어 운전자금으로 현금이 공급되고, 

기금에 포함될 형태의 장비와 보급품이 환산되어 

회계 처리되면 가용 자금으로 재고품을 구입하였

다가 이것을 군기관, 승인된 정부 기관에 판매한

다. 이들로부터 받은 대금은 다시 판매한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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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는 데 사용하는 순환 과정을 반복하게 되

며, 영속성을 가지고 회전하게 된다. 재고기금에 

포함될 품목의 결정은 범주별로 결정하며, 자본

적 투하나 회전 기간이 긴 품목은 제외한다.

재고번호 | 在庫番號 | 정책/제도

Stock Number

NATO 국가 및 후원합의 국가들이 군수품에 부여

하는 국제공통의 13자리의 고유 숫자를 말한다.

재고번호는 군급분류번호( FSC) 4자리, 국가부

호 2자리( 한국은 37) , 품목식별번호 7자리로 

구성된다. ( 예 : 6240-37-527-2059)

재고번호 불일치 목록 | 在庫番號不一致目錄 | 

정책/제도

Stock Number Disagreement List

재고위치 목록의 보조 출력 문서로서, 재고위치

철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품목기본철에는 삭제되

어 수록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재고위치철에서 

삭제하고 그 목록을 인쇄하여 저장창에 통보하기 

위한 출력 문서이다.

재고번호 상태 부호 | 在庫番號狀態符號 |

정책/제도

NIIN Status Code

현재 사용 중인 재고번호의 상태를 나타내는 부

호이다.

재고번호 식별 부호 | 在庫番號識別符號 |

행정공통

Stock Number Indicator Codes

군수전산 자료철 중 품목기본철의 제 2종란에 표

시하는 부호로서 길이는 한자리이며, 알파벳으로 

표시한다. 이것은 재고번호 형태를 식별하기 위

한 부호이다.(보급부호집 참조) S: 순수 국산개

발품목, T: Part No. X: 외국물자 개조품목, Z: 

재고번호가 15자리 이상 및 미식별 품목

재고보유량 | 在庫保有量 | 행정공통

On Hand

기지 및 창에서 보유 중인 군수품의 재고량을 말

한다. ☞ OH(On Hand)

재고보충 소요 | 在庫補充所要 | 행정공통

운용 소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하 군수 보급 

시설 부대의 재고로 확보 및 운영되어야 할 물량

에 대한 소요이다.

재고보충 청구 | 在庫補充請求 | 행정공통

청구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청구로 재청구점이 

재고와 수입 예정품을 합한 수량과 같거나 이보

다 적을 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수준 유지 발주 | 在庫水準維持發注 |

사업/계약관리

Foreign Military Sales Order

군수 보급 지원 협정(CLSSA) 하에 미군의 수요 

경험과 구매국의 예상 소요를 근거로 한 재고 수

준을 유지하여야 할 주문량을 말하며 미 공군 관

리 비소모성·소모성 품목과 미국방 군수 본부

(Defense Logistics Agency : DLA) 관리 소모

성 품목으로 구분하여 보통 17개월 소요 중 5개

월분 금액을 예치한다.

재고유지비 | 在庫維持費 | 사업/계약관리

물품 1단위를 보유함에 따라 변동적으로 발생하

는 비용을 말한다. 단위기간을 1년간으로 한 경

우의 보관비를 그 물품의 단가로 나눈 비율을 연

간 보관비율이라고 한다.

재고자산 | 在庫資産 | 행정공통

Inventory

유동자산 중 상품이나 제품과 같이 재고조사에 

의해 실재의 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산.

 재고자산은 취득방법이나 존재형태 또는 사용목

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에 따르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

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구별되는 적송품(積送品), 미착상품(未着商品), 

시송품(試送品) 등이 있다. 또한 부수적 생산물

인 부산물, 작업폐물 등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판매나 제조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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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통제

등은 재고자산에 속하나, 사업용 토지·건물은 

고정자산에 속한다.

재고통제 | 在庫統制 | 행정공통

Inventory Control

기록 및 보급제도를 통하여 보급품의 자산, 위

치 및 상태 등에 관한 제반 제원을 통제·유지하

는 절차를 말한다. 재고통제기능은 불출가용물자

의 수량을 파악하고 그들의 위치에 관하여 정확

한 기록을 유지하는데 있다. 재고통제의 목적은 

분배 추진계통 내에서 최소한도의 수량으로써 최

대한도로 공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급운용을 

관리·통제하는데 있다.

재고통제소 | 在庫統制所 | 사업/계약관리

Inventory Control Point

요구에 대한 계산, 조달시작 또는 처분, 배분관

리 및 재건 지시와 같은 관리기능을 포함하는 일

련의 품목그룹에 대한 물자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미 국방부 체계내의 조직을 말한다.

재고회전율 | 在庫回轉率 | 행정공통

Inventory Turnover

재고의 보충 빈도로서 통제 기간 또는 일정한 검

토 기간 중 재고가 얼마나 고갈되었다가 다시 보

충되느냐 하는 재고의 회전 속도를 말한다.

재공품 | 在工品 | 사업/계약관리

Work in Process

1. 물자원가, 노무원가 및 요구된 품목을 생

산하는데 사용된 간접원가 등을 말한다. 국방

부 조직과 계약을 포함함. 중간지급(progress 

payments) 을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이 사용되어

야 한다.

2. 제품 또는 반제품이 되기 위해 현재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재공품은 현재 가공작업

이 진행중인 것이므로 아직 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저장 또는 판매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반

제품과도 다르다. 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제공품

에서의 원가배분이 문제가 된다. 특히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는 재공품의 원가배분 여하가 그 

제품 원가계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공품의 원가산정에는 이에 포함된 주

요 재료비와 기말재공품의 완성정도에 따라 배분

한 가공비와의 회계를 보통 재공품원가로 한다. 

즉 이 경우 이 재공품의 완성정도의 산정이 중요

하다

재난 | 災難 | 정책/제도

Disaster

1. 사망, 상해, 직업병 또는 장비나 자산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 또는 환경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

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MIL-STD-882D)

2.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로서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말한다.

(1) 적의 공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전시 

재난)

(2) 평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주요 사고(평시 재난)

(3) 자연 현상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자연 재난)

재난 통제 | 災難統制 | 행정공통

Disaster Control

적대 행위, 자연 또는 인공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중간에 또는 그 후에 피해 가능성을 감

소하고 그 효과를 최소로 하며, 복구를 개시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재래식 무기 이전 | 在來式武器移轉 |

사업/계약관리

Conventional Arms Transfers

공급국가에서 수령국가로 비핵무기, 항공기 , 장

비 및 군사용역을 이전하는 것으로, 미 정부는 

유용한 외국정책도구 즉 선별적 방위협정 강화, 

지역군사력 균형유지, 미군기지 보호, 병력철수

에 대한 보상으로 무기이전을 보고 있다. 미군사

장비는 리스, 차관, 직접 상용판매, FMS를 통한 

정부대 정부 판매 형태로 이전된다.

재료 | 材料 | 사업/계약관리

Material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의 물질로 감손율 

산정시에는 기계적 가공을 통해서 부품이나 또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료비 | 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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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Materials Cost

공사 또는 제조에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재

료, 소모품 등의 화폐적 가치로서 원가계산상의 

일부 요소이다.

재료와 재료비 | 材料와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Material And Materials Cost

재료와 재료비를 구분하면 전자는 생산 과정에 

아직 투입되지 않는 것인 데 반하여 후자는 이미 

생산 과정에 투입된 것을 뜻한다. 즉 제품을 제

조하기 위하여 소비된 제품의 가치를 재료비 또

는 원료비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연료와 재

료는 구분된다. 원료가 화학적 가공에 의하여 제

품화되는 것이라면 재료는 물리적인 가공에 의하

여 제품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유가 휘발유

로 되는 것은 화학적 가공이고, 목재가 책상으로 

되는 것을 물리적인 가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원가계산상 본질적 내용을 달

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로 의미는 없다. 일반적

으로 원료나 재료가 제품 제조에 소비된 것을 재

료비라고 한다.

재무 관리 | 財務管理 | 사업/계약관리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경영 활동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모든 형태의 기업에서 자본의 

조달과 나아가서는 그 운용 문제를 관리하는 관점

에서 다스리게 되는 경영학의 한 분야이다. 재무

관리는 일명 경영 재무, 재정 관리, 기업금융, 기

업 재무, 회계 금융, 관리 재무 또는 집행적 재무

라고도 불리우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재무관리

의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필요 자본의 견적, 자본

의 조달 원천, 자본조달의 방법, 자본 지출의 통

제, 필요 현금의 통제, 수입의 통제 등이 주요 과

제라고 하겠다. 각 군에서 사용하는 재무관리는 

재정 관리와 혼용하며, 각 군 지휘 관리 제도에서

는 운영 자원의 재무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

재무관 | 財務官 | 사업/계약관리

Financial Manager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 원인 행위의 직무를 위임받은 

공무원, 즉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에게 지출 원인 행위의 사무를 위임하였을 경우

에는 당해 지출관과 기획 재정부 장관 및 감사원

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당해 중앙 관서

의 장으로부터 재배정 받은 세출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되 법률과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무관

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 분임 재무관

이라 하며 세출 예산에 대한 지출 원인 행위 직

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계약관이라 한다.

재무적 융통성 | 財務的 融通性 | 사업/계약관리

financial flexibility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던 자금수요나 유리한 투자

기회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대처해 나갈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

재무제표 | 財務諸表 | 사업/계약관리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란 일정 기간(사업년도) 동안의 경영 성

과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고

서를 말하며, 재무제표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만

드는 서류라는 의미에서 결산서라고도 한다. 회

사는 자사의 종합적인 사항을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이해 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재무제표

를 이용하고 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회

사의 여러 가지 유형의 활동(자재 구매, 생산, 판

매 활동 등)을 계정과목이라는 일정한 분류 기

준에 의하여 집계한 후 회사의 실체를 내부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재무

제표의 기본 개념이며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된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의사 결정과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의 유통,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결정, 

적절한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하다. 재무제표의 종

류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

분 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현금 흐름표가 

있다.

재무회계 | 財務會計 | 사업/계약관리

FinancialAccount / Financial Accounting

기업의 경영실적 혹은 재정상태를 주주·채권

자·투자자·기타 기업에 관계 있는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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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조사

보고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회계를 말하며, 종래 

전통적으로 행하여 오던 회계는 이 재무회계에 

속한다. 재무회계에 있어서는 회계기간을 설정하

여 그 기간중 사업활동의 결과로서 경영성적 또

는 기말의 재정상태 등을 금액으로 표시하며, 특

히 계속기업이란 처지에서 회계되는 것이다. 재

무회계에 있어서는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

여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이 채택된다. 즉 수

익의 계상은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총액주의에 

의한 총매상액에서 할인액·반려액 등을 공제함

으로써 산출되는 순매상액으로 하며, 비용으로는 

수익에 관련되는 것만이 손익대응의 원칙에 의하

여 매상원가·일반관리비·판매비 등으로 계상

된다.

재물 조사 | 財物調査 | 행정공통

Inventory Inspection

저장 중인 재산의 수량,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

여 기록에 반영하는 동시에 실 소요를 판단하여 

초과 및 불용 자산을 발굴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조변 소요(調辨所要)에 반영하는 행위이

다. 재물 조사는 방법별로 개창식과 폐창식 재물

조사로, 시기별로는 정기 재물 조사와 특별 재물 

조사로 분류된다. 정기 재물 조사에는 부대 재물

조 사와 전군 재물 조사가 있다.

재물 조정 | 財物調整 | 행정공통

Inventory Adjustment

재물 조사 결과 장부상의 재고와 실제 보유량이 

상이할 때 관리자의 고의 또는 업무 태만이 아

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

여 발생된 경우, 개인이나 부대에게 손망실 처리

에 의한 변상 책임을 부여치 않고 추가 자산 등재 

및 자산 삭감, 타 부대와 관리 전환 등을 통하여 

장부와 실제 재고상의 수량을 조정하여 일치시킨

다. 재물 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재물조사 결과 동

일한 품목 간에 과부족 발생 시, 키트 및 구성품

을 분해 또는 조립 시 발생되는 과부족, 관리자의 

태만,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거나 

당연한 원인에 의해 상태 변경시, 저장 중 물자의 

혼합, 파손 또는 의심스러운 불출 단위나 기술 명

칭 등 재고 결함 사항 발견 시에 해당된다.

재분류 추가 대금 청구서 

| 再分類追加代金請求書 | 사업/계약관리

Omnibus Billing Statement of Account

현재 가용한 상태에서부터 가용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기 까지를 재분류한 케이스들에 대한 추가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보고서이다.

재분배 확인서 | 再分配確認書 | 사업/계약관리

Verification Redistribution Order

범세계 재분배 제도(WWRS)의 사업관리단

(PMO)에서 WWRS 등록 물자에 대하여 판매를 

확인하는 서류를 말한다. ☞ VRDO(Verification 

Redistribution Order)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 再使用 可能한 Software | 정책/제도

Reuse Software

하나의 사용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다른 사

용목적을 가질 수 있거나, 특별히 다수의 프로젝

트를 위하여 혹은 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산출물

을 말한다

재산 | 財産 | 행정공통

Assets / Property

금전상의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것의 일체를 

의미한다. 또는 개인, 가정, 단체가 소요하는 재

물(Fortune)이다.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및 기타 인가 문

서로서 인가된 보급품으로 소모품 및 수리부속

품을 제외한 임의 재산, 개인 피복 및 장구/부대 

피복 및 장구/부대 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

산에 대한 소요 결정 기준은 편성 및 장비표(T/

O&E), 분배 및 배당표(T/D&A), 배당표(TA-

725), 피복 및 장비 배당표(TA-725-5) 등이다.

재산 대장 | 財産臺帳 | 행정공통

Property Book

편성 부대 및 독립된 단위부대에서 각종 보급품

을 거래할 때 반납을 요하는 재산, 소모품, 수리

부속품에 대하여 증가 및 감소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이다. 재산은 편성 및 독립된 단위부대의 경

우 전 보유 품목을 기록·유지한다. 소모품 중 1



403

ㅈ

재지급 불가 차관 및 대출

종은 취사 단위부대, 5종은 탄약 보급소(ASP) 

운영 부대, 8종은 의무대 운영 부대에서 기록·

유지한다. 수리부속품은 규정 휴대량 품목(PL)만

을 재산 대장에 기록·유지하고 기타 품목은 보

급 거래 기록 대장에 기록하며, 소모 기록은 장

비 정비 기록부 및 부대 일지에 사용 근거를 기

록·유지한다.

재생 | 再生 | 행정공통

Reactivation / Regeneration

1. 사용중인 장비, 재료, 제품 등이 처음 목적한 

성능을 다하였을 때 물리적 혹은 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

는 것을 말한다.

2. 원래의 제조기준에 따라 사용불가능한 장비를 

신품과 같은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 및 근무로서 군 장비에 적용되는 최고수준

의 물자정비를 말한다. 재생은 외관 및 기능을 원

상태에 근접하도록 복구하거나 수명측정기준(시

간, 거리)을 “0”상태로 바꾸는 활동을 포함한다.

재생 주기 소요 | 再生週期所要 | 행정공통

Reactivation Cycle Requirement

수리 주기 또는 정비 주기 소요라고도 말하며, 복

구 가능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급 수준의 일

부분이다. 이는 재생 품목이 정비 시설에서 재생

되고 있는 동안에 가용한 상태로 있어야 할 수량

이다. 따라서 소모성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복

구성 품목에만 적용되는 보급 수준의 일부이다.

재설계/설계변경 | 再設計/設計變更 |

정책/제도

Redesign/Design Modification

부품의 단종률이 높은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관

리방법으로 재설계 비용과 설계의 변경에 따른 

군수지원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

법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동일한 성능 혹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시험 | 再試驗 | 정책/제도

Second Examination

1.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에서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시험. 2. 시험결

과 규격 불일치된 로트에 대한 수정 또는 선별 

후 수정된 로트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수락시험

을 재시험이라 한다.

재시험평가 | 再試驗評價 | 정책/제도

Second Examination Test

시험평가 결과가 평가 기준에 만족할 수 없거나 

시험평가 중 전투용 적합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이를 개선 보완 후 전반적인 시험평가 항목

을 재시험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입찰 | 再入札 | 사업/계약관리

Rebidding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

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부칠 수 있

는 제도를 말한다.

재조직 | 再組織 | 행정공통

Reconstitution

재조직은 부대의 전투력이 50% 미만으로 저하되

어 재편성 방법을 통해서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을 회복시킬 수 없을 때 실시하는 전투력 

복원 방법으로서, 복원 부대를 안전 지대로 이동

시켜 병력, 장비, 보급품을 대규모로 보충하고, 

지휘 통제 체계를 재구성하며, 임무 수행에 필요

한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 임무에 복귀시키는 조

치를 말한다.

재지급 불가 차관 및 대출 

| 再支給不可借款및貸出 | 사업/계약관리

Nonrepayable Credits/Loans

Title III of the annual Foreign Operations 

Appropriations Act하에서, 군사차관 프로그램

으로 미 의회에서 승인한 군사원조 자금을 말한

다. 이전에 ”forgiven credits /loans”으로 불린 

것으로 the authority of Section 23, AECA하

에서 국방물자, 국방용역, 훈련에 대하여 FMS로

의 획득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택된 국가들

에 할당되는 자금. 추가적으로 직접상용판매에 

자금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원조자금이 허용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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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피로 한계

재질 피로 한계 | 材質疲勞限界 | 행정공통

Low Cycle Fatigue

기관 부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수명주

기를 관리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기관내부에서 발

생하는 열, 원심력, 기계적 운동 등이 계속적으

로 반복됨에 따라 재질의 탄성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재질 손상을 말한다. 

☞ LCF(Low Cycle Fatigue)

재청구 수준점 | 再請求水準點 | 사업/계약관리

Reorder Point

사전에 결정된 재고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고 보

충 요구가 제출되는 시점에서의 수준점을 말한다.

재청구 주기 | 再請求週期 | 행정공통

Reorder Cycle

일명 조달 주기(Procurement Cycle)라고도 하

며, 이는 통상 청구와 청구와의 사이 또는 조달 

행위와 다음 조달 행위와의 사이를 말한다. 대분

배 계통에서의 보급 수준으로 보급품의 청구와 

청구 사이에 보급 운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보급 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을 말한다. 소

분배 계통에서의 보급 수준은 운용 수준(OL)이

라고 한다. ☞ RC(Reorder Cycle)

재청구점 | 再請求點 | 행정공통

Reorder Point

안전 수준량을 사용하지 않고 청구 목표(RO) 설

정 품목의 현 보급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충 청구를 해야 하는 시점을 말한다. 즉 재고 상

태가 그 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자산의 

수량을 표시하는 점이다. 따라서 현 보유량과 수

입 예정량을 합한 양에서 불출 예정을 제외한 양

이 이 점에 도달하면 재청구해야 한다. 자산이 

재청구점에 도달하면 언제라도 재청구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재고 고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

게 된다. 소모성 품목은 RL = SLQ + OSTQ이

다. 수리 순환 품목에서 RL = RO - 1 이다.

☞ RP(Reorder Point)

재투자 사업 | 再投資事業 | 사업/계약관리

Reinvest Business

국방투자사업예산의 계획 및 결산잔액으로 중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해당년도에 집행이 가능

한 사업을 선정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

한다.

재판매 | 再販賣 | 사업/계약관리

Buy-Back

장비 국외 도입 시 조달한 동시 조달 품목의 초

과 재고가 발생하여 국외 계약자에게 역수출하거

나 국외 계약자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국내 업

체가 수리부속품 및 일반 물자를 제작하여 수출

하는 것을 말한다.

재편성 | 再編成 | 행정공통

Reorganization

전투간, 전투후, 또는 적진지(목표) 점령 후의 혼

잡한 부대 질서를 정돈 복구하고 부대의 전투 효

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현성 | 再現性 | 정책/제도

Reproducibility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측정 대상을, 측정자, 

장치, 측정 장소, 측정 시기의 모든 것, 또는 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조건에서 측정하였을 때 개

개의 측정치(測定値)가 일치하는 성질 또는 정도

를 말한다.

재활용 | 再活用 | 행정공통

Reutilization

불용품을 본래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 및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보호 기술 | 著作權保護技術 | 정책/제도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콘텐츠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는 정보보호 기술의 일

종.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디지털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콘텐츠 인식, 암호

기반 DRM 등이 있다.

저작권 인증 제도 | 著作權認證制度 | 정책/제도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정당한 저작권의 권리자인지 여부를 국가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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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화생방 물자 등급

해 주는 제도. 정부는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의 이용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저장 기능 시험 | 貯藏機能試驗 | 정책/제도

탄약의 저장에 따른 성능, 기능의 발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탄약기능시험과 시

사장 성능시험으로 구분한다.

저장 번호 이용자 목록 

| 貯藏番號利用者目錄 | 행정공통

Stock Number User Directory

미공군 물자 사령부가 주관하며 미 공군 동원 센

터(USAFMC)에 등록된 재고 번호에 한하여 변

경된 관리자료가 이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

는 제도로 이 제도에 의거 저장번호 등 관리자

료가 변경수정된다. ☞ SNUD(Stock Number 

User Directory)

저장 수명 | 貯藏壽命 | 행정공통

Shelf Life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특정한 조건 하에서 보관하

여 그 성능이 유지되는 기간이며, 운영 수명보다

는 길게 설정된다.

저장 수명 부호 | 貯藏壽命符號 | 행정공통

Shelf Life Code

시한성 물자가 품질의 변화 없이 제품의 제조일

로부터 저장기간을 거쳐 최종 사용자에게 불출될 

때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인 저장수명을 부호로 

표시한 것이다. 연장 불가는 알파벳으로, 연장 

가능은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SLC(Shelf Life Code)

저장 시험 검사서 | 貯藏試驗檢査書 | 행정공통

Storage Test Procedure

저장중인 시한성 물자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화학 성능시험 등의 시험항목, 시

험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이 명시된 시험절차

를 말한다.

저장 위치 | 貯藏位置 | 행정공통

Storage Location

물자의 보관 장소를 결정하여 물자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를 파악 기록 유지하는 행위 및 절차로서 

모든 물자의 저장 위치를 신속 정확하게 식별함

으로써 창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급 지원의 적시성

을 제고할 수 있다.

저장 탄약 시험 절차서 | 貯藏彈藥試驗節次書 | 

사업/계약관리

Ammunition Stockpile Test Procedure

저장탄약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비

기능시험, 기능시험 및 저장분석시험 등의 시험

항목, 시험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이 명시된 

시험절차서를 말한다.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 | 貯藏彈藥信賴性評價 | 

정책/제도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전투 및 교육용 탄약으로 비축, 운영하고 있는 

저장탄약에 대한 사용 가능성·안전성·성능 등

을 평가하여 탄약의 대체·정비·개수 및 보급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탄약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평가 시

스템이다. 저장 탄약 신뢰성평가(ASRP)는 저장

탄약에 대하여 주기적인 검사, 기능 및 비 기능

시험, 시험사격, 저장분석시험, 악작용 조사 분

석을 실시하여 탄약에 대한 신뢰성, 성능 및 사

용 가능성을 평가·연구하는 활동이다. 신뢰성 

평가결과에 의해 개수(改修) 또는 정비하여 수명

을 연장시키고, 성능의 저하가 예상되는 탄약은 

우선 불출하거나 교육용으로 사용하며, 사용 불

가탄은 조기에 폐기하여 저장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저장 허용 품목 | 貯藏許容品目 | 행정공통

전투긴요 수리부속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

저장 화생방 물자 등급 | 貯藏化生放物資等級 | 

정책/제도

평가대상 품목의 로트별로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류되는 5개의 등급을 말하며 

다음과 같다.

1. 등급 A : 시효연장(제한 없이 사용 및 시효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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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화생방 물자 신뢰성 평가 

2. 등급 A1 : 조건부 불출후 시효연장(로트 전체 

결함이 아닌 선별 가능한 결함이 발생된 경우 선

별 가능한 결함제품만 색출하여 불출 조치하고 

시효연장)

3. 등급 B : 폐기(성능과 인체에 영향을 주며 정

비가 불가능함 : 교육용사용)

4. 등급 B1 : 우선불출 후 정비사용(성능과 인체

에 영향을 주나 수리부속품으로 정비하면 성능유

지로 사용 가능)

저장 화생방 물자 신뢰성 평가 

| 貯藏化生放物資 信賴性評價 | 정책/제도

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저장중인 시한성물자에 대한 사용가능성, 안정

성, 성능 등을 평가하여 시한성 물자의 획득, 저

장/시험, 폐기 등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

로써 시한성물자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

하는 종합적인 저장 화학물자 평가 시스템이다.

저장 화생방 물자 저장 수명부호 

| 貯藏化生放物資 貯藏 壽命符號 | 정책/제도

시한성물자의 목록관리를 위해 저장수명을 기

호로 표기한 것으로 저장수명을 연장 불가한 것

(Ⅰ형)과 연장 가능한 것(Ⅱ형) 등 2가지 방법이 

있으며, Ⅰ형은 A~S 등으로 표기하며, Ⅱ형은 

1~9까지 숫자로 표기한다.

저장고 | 貯藏庫 | 정책/제도

Repository / Reservoir

자료가 저장되고 유지되는 중심부를 말한다. 네트

워크상에서 분배할 수 있는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와 파일이 있는 장소 또는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

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다.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 低炭素綠色成長基本法 | 정책/제도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법률 제9931호로 

(2010년 1월 13일)로 제정/공포/시행된 법률. 경

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

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

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격 당사자 | 適格當事者 | 정책/제도

Proper Parties

기본계약을 체결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할 정당

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국외업체)를 말한다.

적격 심사 | 適格審査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Examination

적격 심사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

어서 계약 대상자를 결정할 때, 기획 재정부 고

시 금액 이상 입찰 품목에 대하여는 입찰 결과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순으로 적격 심사 기준

에 따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

는 행위이다. 적격 심사 제도는 세계 무역 기구

(WTO)에 의한 정부 조달 시장 개방(1997년 1월 

1일)을 대비하여 1995년에 제정된 국가 계약법에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취지는 국내 업체의 경쟁

력 제고와 보호 육성 및 계약 이행 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투찰로 낙찰되는 것을 예

방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

체의 경영 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물품(미 연방 보급 분류 체계의 군

급 분류 부호 617개 중 41개 품목)의 경우 추정 

가격이 고시 금액[13만 SDR(Special Drawing 

Rights : IMF의 특별 인출권)] 이상이며, 서비스

(GATT 서비스 분류 체계 중 49개 분야)의 경우 

13만 SDR이다. 건설(UN 표준 산품 분류 체계 

중 7개 분야)의 경우 500만 SDR 이상이 해당된

다. 1SDR = (0.45×달러)+(0.29×유로)+(0.15

×엔)+(0.11×파운드).

적격 심사 기준 | 適格審査基準 | 사업/계약관리

Screening Standa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

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예

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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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적용 연도(X년)

적격 심사 낙찰제 | 適格審査落札制 |

사업/계약관리

Qualification Scanning Knock-down System

정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

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

합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95년에 도입된 이 제도

의 도입 이유는 그 이 전에 시행되던 최저가낙찰

제도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비에도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후 다시 저가로 하도급을 주

는 형태가 많았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적격성 조사 제도 | 適格性調査制度 | 행정공통

Value For Money

일정한 지불에 대해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개념이다. VFM에 대한 평가는 동

일한 목적을 지닌 2개의 사업 방식, 즉 재정 사

업과 민간 자본 활용 사업(BTL)을 비교하여, 지

불한 금액에 대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창출 혹은 

공급하는 쪽을 다른 쪽에 대해 VFM이 존재한다

고 하며, 남은 쪽을 타 방안에 대해 VFM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 VFM(Value For Money)

적색 선하 증권 | 赤色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Red Bill of Lading

선하 증권과 보험 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

가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선하 증권(선박 회사

는 일괄 보험 부보)을 말한다.

적색 장비 | 赤色裝備 | 사업/계약관리

Red Equipment

장비 사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상태

의 장비를 말한다. 1. 기능 시험에 불합격한 장

비. 2. 예비 부속 및 공구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의 장비. 3. 즉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장비(D/L장비). 4. 파견·대여 등으로 24시간 

이내에 복귀 불가능한 장비.

적송 명령 | 積送命令 | 사업/계약관리

Shipment Order

적송이란 물품을 실어 보낸다는 뜻이며, 적송 명

령은 한 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보급품 또

는 장비를 적송할 것을 지시하는 서면상의 요청 

또는 요구를 말한다.

적시 조달 방식 | 適時調達方式 | 행정공통

Just In Time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조달한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고 관리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불필요

한 재고를 제거하여 재고 비용을 감축하고 생산

성을 높여준다. 그러나 JIT방식은 생산 및 협력 

업체 체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때만 원

활히 작동하여 지진 및 파업 사태 등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 JIT(Just In Time)

적시성 | 適時性 | 행정공통

Timeliness

1. 어떤 시기에 적합한 성질

2. 어떤 경제적 사건에 관한 정보가 너무 늦게 제

공되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

공되어야 한다는 회계정보의 속성을 말한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 赤外線探索追跡裝備 | 

무기체계

Infra-Red Search & Track

군함을 위협하는 대함미사일을 탐지하는 해상작

전에서 꼭 필요한 장비로서 국내기술로 개발되

었으며 표적정보를 1초에 여러번 갱신할 수 있

어 갱신 횟수가 초당 1회인 외국 장비에 비해 성

능이 우수하다. 또한 130만 화소급 검출기 4개를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적용 비율 | 適用比率 | 사업/계약관리

Application Ratio

감액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미달(초과)

율을 단계별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적용 연도(X년) | 適用年度(X年) |

사업/계약관리

Application Year(X-year)

산정 연도에 산정된 감손율을 적용하는 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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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장비 그룹 부호

적용 장비 그룹 부호 | 適用裝備 group 符號 | 

행정공통

Application Group Codes

품목 기본철(RIZ)상에 기재되는 길이 2자리의 

알파벳 또는 숫자로 표시되며, 이것은 해당 품목

이 적용되는 장비 또는 무기 계통을 표시한 군수 

전산 부호로서 관리분석 자료로 사용되며, 적용 

장비 부호와 관련성이 있는 부호이다.(W1 : 소화

기, W3 : 중화기, F1 : 사격기재).

☞ AGC(Application Group Codes)

적용 장비 부호 | 適用裝備符號 | 행정공통

Application Code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장비 또는 무기 계통을 나

타내는 군수 전산 부호로서 편수 및 관리분석 자

료 작성 시 사용되며, 길이 및 형식은 2자리 화

물 도착 통지서 형식으로 표시된다. 화력장비 

JG(90mm 화포), 특수 무기 VA(자주발칸포), 기

동 장비 JS(덤프트럭 5톤), 항공 선박 4U(일반용 

항공기) 등이다. ☞ AC(Application Code)

적용성 시험 | 適用性試驗 | 정책/제도

Applicability Test

표준화된 어느 장비가 어떤 특수 단위부대나 또

는 편성 부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용성이 있는

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적용 시험은 어떤 장비가 표준화되기 전에 그 

장비의 사용 적부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용자의 시험과는 다르다.

적응형 | 適應形 | 행정공통

Adaptive Form

하나의 종에 있어서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는 유

전자형을 말하는데 환경이 요구하는 것과 조화를 

이룬 유전자형이다.

적재 가용일 | 積載可用日 | 행정공통

Available To Load Date

부대가 탑재함(搭載艦)으로 이동할 준비 마감 일

시를 가리키는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에 명시된 

날짜이다.

적재 중량 | 積載重量 | 행정공통

Weight On Board

차량이나 화물 등에 적재한 화물 등의 중량을 말

한다.

적재 하중 | 積載荷重 | 행정공통

Payload

차량, 항공기 등에 탑재하는 폭탄, 물량, 병력 등 

탑재물의 중량을 말한다.

적정 로트 크기 | 滴定lot-- | 행정공통

Appropriate Lot Size

탄약 로트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파괴 시험이며, 시료수는 대부분의 경우 로트의 

크기와 관계없이 로트당 일정한 수량으로 결정되

어 있다. 로트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파괴 시료 

비율이 커지게 되어 비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

게 되며, 로트 크기가 증가되면 규격 불일치가 발

생할 경우 생산자의 품질 실패 비용이 커지게 된

다. 따라서 생산자의 생산 능력과 품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의 로트 크기를 결정하여 파괴 시료 비율을 최소

화하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된 로트 크기를 적정 로트 크기라 한다.

적정 재고 수준 | 滴定在庫水準 | 행정공통

Optimum Stockage Level

수요를 가장 경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재고

량을 말한다. 수요를 100% 충족시키되 무제한의 

재고 확보로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투자의 

절감이라는 경제성과 적기 수요 충족이라는 효과

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재고 수준이며, 그

의 성립 요건으로는 계속 공급 원칙, 경제성 확

보 원칙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점

에서 성립된다. 계속 공급의 원칙이 이루어지려

면 재고 고갈현상이 없어야 하며, 경제성 확보의 

원칙이 이루어지려면 초과 재고 현상이 방지되어

야 한다. 따라서 적정 재고 수준의 설정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수준

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적지 종심 작전 | 敵地縱深作戰 | 행정공통

Deep Operations

아직 접촉하고 있지 않는 적 부대와 적 후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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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전방으로 이동과 증원을 하지 못하도록 고

립, 지연, 저지, 차단, 격멸시켜 적 전투력의 수

적 우세 달성을 방지함으로써 아군의 근접 지역 

작전을 지원하는 작전임. 따라서 지상, 공중, 해

상의 통합된 입체적 기동을 실시하며 화력 타격, 

포위, 우회, 침투, 습격, 위력 수색, 적진 잔류, 

특공작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적치도 | 積置圖 | 행정공통

Stowage Diagram

적재 계획에 포함하여 갑판이나 설치대에 적재하

는 모든 화물의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축척도를 

말한다.

적하 | 積荷 | 행정공통

Stowage

파손 또는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선창 

또는 객실에 화물을 쌓는 방법이다. 혹은 취급하

기 용이하게 간격을 두고 물품을 차량(선박, 항

공기)내에 적재하는 방법이다.

적합 | 適合 | 정책/제도

Conformity / Fitness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적합성 | 適合性 | 정책/제도

Compliance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말한다.

적합성 검증 방법 | 適合性 檢證方法 |정책/제도

Method of Compliance, MOC

항공기 설계가 형식인증을 위한 기종별 감항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계, 부체계 

및 구성품별 수준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의미하

며, 검증방법에는 검사, 분석, 모의, 시범, 지상

시험 및 비행시험 등이 있다.

적화 목록 | 積貨目錄 | 행정공통

Manifest

특정 목적지로 수송되는 승객이나 품목을 상세하

게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전격전 | 電擊戰 | 행정공통

Blitzkrieg

신속한 기동과 기습으로 적의 저항을 분쇄하여 

전쟁을 초기에 끝내기 위한 작전이며, 제2차 세

계대전 초기 독일군의 작전에서 유래되었다.

전과 확대 | 戰果擴大 | 행정공통

Exploitation

1. 전투에서 달성한 성공의 이점을 최대로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격작전의 한 형태.

2. 성공적인 공격으로 적의 방어 체계가 약화되

거나 또는 붕괴되었을 시 이의 이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공격작전으로 목적은 적 방어의 재편성

을 방지하고, 철수를 방지하며, 종심 깊은 목표를 

확보하여 적 부대를 격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전국 은행 연합회 | 全國銀行聯合會 | 행정공통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금융기관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한 시중은행, 특

수은행, 지방은행 등의 연합체를 말한다.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 | 電氣電子技術者協會 | 

정책/제도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1963년 미국 IRE(무선기술자협회)와 IEE(전기

기술자협회)가 합병되어 설립된 것으로 전기전자 

관련분야에 대한 각종 규격의 표준화 작업 수행 

및 규격집 등을 발간·보급하고 있다.

전기체 | 前氣體 | 무기체계

Front Body

헬기 구조물을 의미하며 크게 전방동체, 중앙동

체, 테일붐으로 구성된다. 동체의 1차 구조는 알

루미늄합금의 세미모노코크 구조로 되어있고 기

계가공이나 판금 또는 복합재로 제작된 조립체로 

구성됨. 로터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지지하는 역

할을 하며 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하고, 사수와 병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전략 | 戰略 | 행정공통

Strategy

1.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이나 책

략. 전술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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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여러 전투를 계획·

조직·수행하는 방책을 말한다.

전략 개념 | 戰略槪念 | 행정공통

Strategy Concept

전략 판단의 결과로 채택된 방책으로서 그 개념으

로부터 발전된 기본 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충

분히 융통성이 있으며 광범위한 용어로 표현한다.

전략 경보 | 戰略警報 | 행정공통

Strategy Warning

적에 의한 전쟁 행위가 절박하다는 경고로서 적

대행위 이전에 이러한 경고는 분, 시간, 수일 또

는 그보다 앞서 발령될 수 있다. 

전략 군수 | 戰略軍需 | 행정공통

Strategy Logistics

국가의 군사력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원

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군수 분야

이며 각종 동원을 통한 군수 지원, 기지 설치 지

원, 생산(공급)지에서 전구까지 전략 수송, 시설

의 획득과 건설, 서비스, 동맹국의 군수 지원을 

포함한다. 전략 군수는 국가 경제와 군 전력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군대와 그 작

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

다. 군대를 위해 적절한 군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능력이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전투

력의 생성과 유지에 가장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전략 기술 | 戰略技術 | 행정공통

Strategy Technology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물자 및 기술의 수출 통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

한 기구가 전략물자의 개발·제조·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중 용도 기술

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이다.

전략 무기 | 戰略武器 | 행정공통

Strategic Arms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군사 기지, 산업 

시설 따위의 목표를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 핵

을 사용하는 전쟁에서는 핵전력을 가진 무기인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전략 폭격

기 따위를 이른다.

전략 무기 감축 협상 | 戰略武器減縮協商 |

행정공통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미·소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무기나 핵

탄두를 장비한 미사일·폭탄 등 전략무기의 감축

을 목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1982년 6월에 시작

한 협상을 말한다.

전략 무기 제한 협정 | 戰略武器制限協定 |

행정공통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1969년 이래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전략 무기 제한 교섭의 결과 채택된 여러 협정을 

말한다. 

전략 물자 | 戰略物資 | 정책/제도

Strategic Materials

1.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

요한 품목·기술을 말한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32조)

(1) 1종 전략물자 :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

제에서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한 물품 등으로서,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이 

포함된다.

(2) 2종 전략물자 :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

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 용도

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이다.

※ Catch-all 제도 : 대량파괴무기(WMD) 억제

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상의 통

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WMD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그 물자의 충분한 

양, 질, 또는 획득 시간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

고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획득 준비가 요구되는 

주요 물자. 비상 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군은 장

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하여 동원 소요량을 판단

함으로써 전략 물자를 비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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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 戰略物資輸出統制制度 | 정책/제도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

전략 물자는 군사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군전용

의 물자에 민수품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

략 물자에 포함되는 민수품은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이며 국제적으로는 이중 용

도(Dual Use) 품목으로 알려져 있다. 군전용 물

품과 이중 용도 품목이 분쟁 국가나 국제 평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되어 군사력

의 과도한 확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도가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이다.

전략 방어 유도탄 | 戰略防禦誘導彈 | 무기체계

Antiballistic Missile

대기권 밖에서 초고속으로 낙하해 오는 탄두

를 요격하기 위해서 ICBM의 감지(感知)·발견

에서 요격미사일의 발사·폭파까지의 시스템

이 ABM(Antiballistic Missile) 체계이다. 이 

ICBM요격용 미사일은 원리적으로는 대공미사일

과 큰 차이가 없으나, 날아오는 탄두의 파괴용으

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대기권 밖에서는 핵폭발

로 발생하는 X선은 대기에 흡수되지 않아 비교적 

원거리까지 탄두에 대한 파괴 효과를 미친다.

전략 예비 | 戰略豫備 | 행정공통

Strategic Reserve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군사 부대를 말한다. 전략

적인 고려상 또는 보급분배 계통의 중단이 예상

됨에 따라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배치하는 물자

의 양으로 이것은 저장 목표(SO)를 초과한 수량

이다.

전략 지침 | 戰略指針 | 행정공통

Strategic Guidance

정치 지도자들이 설정한 정치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군사 전략 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관한 일

반적인 지침으로서 전략 목표, 자원의 사용, 제

한 사항 및 고려되는 적의 위협 요소가 포함된 

전략 지시와 이전의 기준 또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방침을 말한다.

전략적 군수 | 戰略的軍需 | 행정공통

Strategic Logistics

군 부대와 그들 작전을 지원하는 인원, 물자, 시

설 및 용역, 국가 방위에 관련되는 한 국가의 민

간 경제와 국제적 책임 및 요구를 계획하고 제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략적 완충 공간 | 戰略的緩衝空間 | 행정공통

Strategic Buffer Zone

공세적 방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가 선

제 기습에 의한 초기 충격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설정한 공간으로서 시나이 전역(10월전쟁)의 바

브래선으로부터 120㎞ 후방에 설치한 제2방어선

까지의 공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전략적 중심 | 戰略的中心 | 행정공통

Strategic Center Of Gravity

전력의 원천 또는 전력의 균형을 이루는 근원으

로서 피아가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거나 유형 전

투력 또는 전투 의지를 창출하는 장소나 능력 또

는 특성을 의미한다.

전략적 집중 | 戰略的集中 | 행정공통

Strategic Concentration

전역 계획을 수행하기에 유리하도록 부대를 배치

하여 그 부대의 작전 개시가 의도될 수 있는 지

역에 지정된 부대를 집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적 취약성 | 戰略的脆弱性 | 행정공통

Strategic Vulnerability

적의 능력 범위(우리가 알고 있는) 내에서 적이 

아군에게 가해 올 행동에 의해서 심히 감소되거

나 불리하게 변화될 중요한 국력의 요소들에 미

치는 감수성으로 이러한 감수성은 정치, 지리, 

경제, 과학, 사회 및 군사적 요소와 관련된다.

전력 | 電力 | 전력지원체계

Electric Power

단위 시간에 기기나 장치에서 발생 또는 소비되

는 전기 에너지. 단위는 kW/ W가정에서 사용하

는 형광등은 40W로 표시한다.

전력 구조 | 戰力構造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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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기술

Force Structure

인력 배분, 유형별 전투 부대 및 수, 주요 무기체

계등 전력의 개략적인 구상(Design).

전력 기술 | 電力技術 | 행정공통

「전기 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 설비(이

하 “전력 시설물”이라 한다)의 계획·조사·설

계·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 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

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전력 발전 | 戰力發展 | 행정공통

Force Development

전력의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서 군사력 기획 과

정에 포함되는 요소임.

전력 발전 업무 | 戰力發展業務 | 행정공통

Force Development Work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기획·획

득·운영유지·폐기 등 전 수명주기에 걸친 관리

와 그에 대한 정책 발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전

력을 조성(造成)하는 업무이다.

전력 소요 결정 | 戰力所要決定 | 행정공통

Force Requirement Decision

국가적 군사 태세 차원에서 군사 및 국가 전략에

서 요구되는 군사력의 유형. 또는 규모 및 비율

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써, 군사력 기획의 포괄적 

과정.

전력 소요 요청서 | 戰力所要要請書 | 행정공통

Force Requirement Paper

합동 중장기 무기체계소요의 필요성, 운영 개념,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 운용 성능 및 전력

화 지원 요소, 부대 계획 등을 기술한 문서로 중

장기,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및 중장기 전력 소

요서가 있다. 

☞ 전력 소요 제기서(戰力所要提起書)

전력 소요 제기서 | 戰力所要提起書 | 행정공통

Force Requirement Paper

☞ 전력 소요 요청서

전력 운영 분석 | 戰力運營分析 | 행정공통

Force Operation Research

전력화되어 야전 운영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합

동 차원에서 전력 발휘 효과 및 운용 실태를 분

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 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 

개량 및 유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분석

이다.

전력 유지비 | 戰力維持費 | 행정공통

Force Maintenance Expenses

경상 운영비 중 교육 훈련, 시설 건설/유지, 부대 

운영, 장비 운영, 장비 유지, 장비 획득, 예비 전

력, 연구/보조 기관, 기지 이전 전출금 등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전력 정비 투자비 | 戰力整備投資費 | 행정공통

군사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중 전력 정비에 직

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즉, 현존 전력을 향상시

키거나 새로운 전력을 건설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전력 증강 투자 | 戰力增强投資 | 행정공통

Force Strengthen Investment

1990년대 초반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주요 전투 

장비의 국내 생산 확대, 주요 무기체계의 도입 

등 1980년대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고, 걸프

전 이후 한국군의 방위력 개선 방향은 미래 지향

적인 군사력 건설로서 방향이 전환되었다.

전력 지원 체계 | 戰力支援體系 | 전력지원체계

Force Support System

무기체계 이외의 군수품으로서 전투력 보호 장

비·물자, 동력장치 등 전투수행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

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

합한 것으로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투력 보호 및 방호 장비·물자

2. 기동장비 및 주둔시설의 동력 장치

3. 전투지속능력 보장 장비·물자  

4. 통신 및 전자 장비·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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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 평가

5. 근무지원 장비·물자

6. 의무장비·물자

7. 교육훈련용 장비·물자

8. 국방정보시스템

9. 일반시설

10. 기 타

전력 투자 사업 | 戰力投資事業 | 정책/제도

Military Strength Investment Projects

방위력 개선사업을 말하며, 1974년 당시 미군의 

군원이관과 함께 추진되고 있던 ‘한국군현대화계

획’의 토대 위에서 ‘제1차 전력증강계획’(일명 율

곡사업)을 수립하여 1980년까지 7개년 계획으

로 추진하다가 1년을 연장하여 1981년에 완료했

다. 그 후 제2차 율곡사업(’82~’86), 제3차 율

곡사업(’87~’92)을 추진했는데, 제3차 율곡사업

은 다시 3년 연장되어 전력정비사업(’87~’95)으

로, 그리고 방위력개선사업(’96~’99)으로 발전되

다, 2000년부터는 전력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다시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다.

전력명(또는 전력명칭, 사업명) 

| 戰力名(or戰力名稱, 事業名) | 정책/제도

무기체계의 소요제기 단계에서 쓰는 무기체계(또

는 전력, 사업)의 명칭을 말한다. 사례) 차기전차

(사업)

전력화 | 戰力化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를 소요군에 배치하거나 소요군이 인수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력화 준비비 | 戰力化準備費 | 사업/계약관리

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시험평가와 

사업 준비 및 협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에 소

요되는 비용으로 사업 착수 전에 집행 가능하다.

전력화 지원 요소 | 戰力化支援要素 |

사업/계약관리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연구개발, 기술협력생산 및 해외 구매로 획득하

는 무기체계를 야전 배치 시 즉시 운영할 수 있

도록 교리, 편성, 교육 훈련 등 전투 발전 요소와 

표준화 및 호환성, 정비 지원, 지원 및 시험 장

비, 보급 지원, 인력 및 인사, 교육 훈련 및 교보

재, 기술 제원, 시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전산 자료지원, 군수 지원 자금 등 종합군수지원

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를 말한다.

전력화 지원 요소 입증 | 戰力化支援要素立證 | 

사업/계약관리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onfirm

무기체계획득 과정에서 전력화 지원 요소의 운용

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개발자가 시험평가 시 

기술적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화 지원 요소 확정 | 戰力化支援要素確定 | 

사업/계약관리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Decision

무기체계채택 전 전력화 지원 요소의 운용성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결과를 합참이 최종적으로 승

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화 지원 요소 확증 | 戰力化支援要素確證 | 

사업/계약관리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lear 

Evidence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전력화지원요소가 운용

성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시험평가 책임부서가 시

험평가시 운영측면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최

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화 지원비 | 戰力化支援費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가 부대배치와 동시에 전력화될 수 있

도록 편성과 교리 및 교범·교육 훈련 등 전력화 

지원 요소를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

한다.

전력화 평가 | 戰力化評價 | 사업/계약관리

Field Test

연구개발 무기체계는 초도생산하여 배치 후, 구

매무기체계의 경우는 초도구매하여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성능의 달성정도 및 

전력화지원요소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 후속 양산·구매하고, 

모든 평가결과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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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 통신

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령 통신 | 傳令通信 | 무기체계

Messenger Service

통신문을 직접 송달하는 통신 수단으로서 모든 

부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보안성이 양호하

고 신뢰성과 융통성이 있는 통신 수단이다. 이는 

긴 통신문이나 부피가 큰 문서를 송달하는 데 가

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전리품 | 戰利品 | 행정공통

War Trophy; Booty

노획품 또는 국제법 또는 전투에서 노획한 국가

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된 노획한 모든 품목을 

말한다. 즉 적의 병기, 마필 등 직접 간접으로 작

전에 유효하게 제공될 수 있는 국유재산이다.

전문 가격 조사 기관 | 專門價格調査機關 |

사업/계약관리

Specialized Price Investigation Agency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회

계예규) 」에 의거 등록한 후 매월 1회 이상 조사

한 가격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가격

조사기관을 말한다.

전문 교육 | 專門敎育 | 행정공통

Professional Education

획득전문인력 양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국내·외 대학(원), 국외군사교육기관 

및 기타 교육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을 

말한다.

전문 군사교육 | 專門軍事敎育 | 정책/제도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군의 계획, 프로그래밍, 관리, 예산편성, 그 군에 

적절하면서 세련된 수준에 이르도록 군을 발전시

키기 위해 수령하는 군의 능력과 리더쉽을 향상

시키도록 설계된 전문훈련을 말한다.

☞ PME(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전문 기관 | 專門機關 | 정책/제도

Specialized Institution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지

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

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 연구기관 | 專門硏究機關 | 정책/제도

Research Agency

「방위사업법」 제3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

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시험 등을 위

한 기계·기구의 제작· 검정, 방위산업체의 경

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

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연구개발원(KDI) 등 

이다.

전문 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 관련 검토기관 

| 專門硏究機關委囑및解止關聯檢討機關 |

정책/제도

전문연구기관 위촉 및 해지의 검토를 위한 서면

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그 

부서를 말한다.

전문 영어 훈련 | 專門英語訓鍊 | 사업/계약관리

Specialized English Training

위험하고 고도로 기술적인 과정에 적용되는 어

휘기술을 신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ECL을 달

성한 국제군사학생(IMS)들에게 하는 미텍사스주 

DLIELC에서의 교육을 말한다.

☞ SET(Specialized English Training)

전문 위원회 | 專門委員會 | 정책/제도

An Expert Committee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

정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말한다.

전문 학위 교육 | 專門學位敎育 | 사업/계약관리

Professional Degree Education

고급 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인

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내·외 민간대학 

및 군사교육기관의 학위과정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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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 및 계열화 | 專門化및系列化 | 정책/제도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규정한 방

위산업 물자와 방위산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하면 전문화라 함은 분업의 원리에 따

라 소요 기술의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계열화라 함은 특정 물자에 대한 생산을 고려하

여 생산 체계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1. 방산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 방산물자를 그 

특성에 따라 분야별·무기체계및 기능별로 분류

하는 것을 말하며, 방산물자를 무기체계로 분류

하는 것을 방산물자의 전문화라 하고, 방산물자

를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을 방산물자의 계열화라

고 말한다.

2. 방산 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 : 방산 업체를 

전문화 및 계열화된 방산물자에 대하여 시설 능력 

또는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3. 계열화 업체 : 계열화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업체이다.

4. 전문화 업체 : 전문화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

하여 선정된 업체. 5. 전문 업체 : 전문화 및 계

열화된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전문화 

업체와 계열화 업체이다.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 前方武裝및燃料再補給所 | 행정공통

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전방 지역에 설치된 헬리콥터의 신속한 탄약 재

보급 및 연료 보급소. 재보급으로 인한 작전 반

응 시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 FARP(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전방위 전략 | 全防衛戰略 | 행정공통

Amni-Directional Defense Strategy

특정 국가만을 가상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특정 

동맹국에만 의존함이 없이, 자국의 의사에 반하

는 전쟁에 말려들어 가는 것을 피하면서, 세계의 

어느 국가가 공격해 오더라도 자국의 역량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핵을 포함)을 갖춤으로써 

전쟁의 발생을 억지, 저지하되, 일단 전쟁이 발

발할 경우에는 자주적으로 자유로이 자국의 운명

을 결정하는 수단에 호소한다는 정치 및 군사 방

책을 말한다.

전번 불량률 | 前番不良率 | 사업/계약관리

Last Acknowledged badness rate

당해 연도 기준 3년 이내의 적용 불량률로 불량률 

산정시 최근에 적용한 전번불량률을 적용한다.

전부 원가계산 | 全部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제품의 완성을 위하여 발생한 일체의 원가요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총원가계산이라고

도 한다.

전비 기준 | 戰備基準 | 행정공통

Readiness Standards

작전 수행 능력의 기준으로 지휘관에 의하여 선

정된 변수와 성능, 가용 자원 및 환경 조건을 말

한다.

전비품 | 戰備品 | 행정공통

War Reserve Item

전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군수품으로 군

사보안에 관계되거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전투 장비 및 전투 지원 장비와 이들

의 운용에 필요한 보조 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 포함) 및 수리부속, 탄약류를 말하며 군사

기밀에 속하는 군수품(비밀 도서, 비밀 지도 및 

비밀 연구 기계)를 포함한다. 국방부 장관이 지

정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이다.

전사적 아키텍처 | 全社的 아키텍처 | 정책/제도

Enterprise Architecture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청사진으

로, 조직 전체의 핵심을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며, 조직의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활용된다.

전사적 자원 관리 | 全社的資源管理 |

사업/계약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 부문에 걸쳐있는 경영 자원(재무 관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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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생산 관리, 판매, 재고 관리, 인사 관리 등)

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재구축함으

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기업 공학 기법이

다.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품질 경영 | 全社的品質經營 | 정책/제도

Total Quality Management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

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 문화와 경

영 관행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최저 비용으로 고

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품질 관리 책임자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생산 및 노사 관계 등 모

든 단계에 걸쳐 최고 경영층과 현장 근로자가 조

직적으로 팀웍을 이루어 품질 향상을 기하는 시

스템이다. 따라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상사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설치돼 상하간 팀웍이 이뤄지고 

장기적인 경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품질 관리 | 全社的品質管理 | 정책/제도

Total Quality Control

회사의 전원이 품질 통제(QC)를 이해하고 조직

적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료에서 상품까지의 유통 하나를 보

아도 그것에는 「설계, 제조, 판매, 고객」의 루트

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각 단계가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전체의 의사 통일이 취해지지 않고 고

객의 의향을 무시한 상품이 생산된다. 그러므로 

TQC는 설계 , 제조, 판매 등의 각 부문은 물론 

총무나 인사 등 직접 제품에 관계하지 않는 부문

까지 포함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 보자는 전사적 

운동이다.

전산 매체 | 電算媒體 | 전력지원체계

Computation Media

데이터(Data)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돼 보관되

고 있는 천공 카드, 종이 테이프, 플로피, 미니 

플로피, 하드 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등을 말한

다. 각종 자료가 수록되는 매체에 따라 입력 매

체와 출력 매체로 구분된다.

전세 대부 이자 | 傳貰貸付 利子 | 행정공통

A lease loan interest

금융기관과 협약된 대출 금리에 따라 산출된 이

자를 말한다.

전세 대부 지원금 | 傳貰貸付支援金 | 행정공통

A lease loan grants

군간부 전세금 대부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주

택 전세입주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

은 대부금액을 말한다.

전세금 대부 지원 제도 | 傳貰金 貸付支援制度 | 

행정공통

Can I apply for a Tax Loan-support Programs

방위사업청 관사가 부족하여 군 간부에게 민간주

택 전세금 대부에 대한 이자를 국고에서 지원하

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금 대부자 | 傳貰金 貸付者 | 행정공통

Key Money Loaner

군간부 전세금 대부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주

택 입주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전세금을 

대출 받는 자를 말한다.

전술 군수 | 戰術軍需 | 행정공통

Tactical Logistics

전투, 교전이나 다른 전술적 행동을 지속하기 위

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군수 분야이다.

전술 군수단 | 戰術軍需團 | 행정공통

Tactical Logistic Group

상륙 작전시 함안 이동 간 상륙군의 군수 관련 

소요에 관하여 해군 통제 장교에게 조언하기 위

하여 상륙군의 인원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전술 데이터 링크 | 戰術데이터링크(TDL) |

무기체계

Tactical Data Link

전술 C4I/무기체계간 자동화된 전술정보 교환을 

위해 컴퓨터, 통신시스템 및 정형화된 메시지 포

맷을 이용하여 지휘통제체계와 무기체계를 연동

하는 실시간 디지털 통신망이다.

1. LINK-4A(TDL C) : 항공기와 항공기간, 함

정과 항공기간 전술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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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에서 목표위치 및 식별데이터를 관제

부대에 송신

2. LINK-11(TDL A) : 함정, 항공기, 육상기지

간 전술정보를 상호 자동교환 가능하게 하는 전

술데이터 링크

3. LINK-11B(TDL B) : 육상기지(Point-to-

Point)간 전술정보를 상호 자동교환 가능 하게 

하는 전술데이터 링크

4. LINK-16(TDL J) : LINK-11A의 기능을 개

선하고, LINK-4A의 항공기 통제기능을 포함하

여 음성 및 대전자전 능력을 추가한 대용량 고속 

전술데이터 링크

5. LINK-22(TDL F) : LINK-11A의 단점을 보

완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NATO에서 개발중인 차기 전술데이터 링크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 戰術data link體系 | 

무기체계

Tactical Data Link System

무기체계및 지휘 통제 체계 간에 전술 정보 교환

을 위하여 정형화된 표준의 메시지를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 연동하는 디지털 

통신망이다. 교환되는 정보는 위치 보고, 무기

체계상태 보고, 감시/정찰, 무기체계통제, 전자

전 등 다양한 전술 자료의 교환이 가능하다. 주

로 운용되는 TDLS의 NATO 명칭으로 Link-11, 

Link-11B, Link-4A, Link-16 등이 있으며, 

미군은 이들을 각각 TADIL-A, B, C, J로 칭하

고 있다.☞ TDLS(Tactical Data Link System)

전술 데이터 링크-A | 戰術Data link A |

무기체계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A

주로 해군이 사용하며 link-11 의 다른 명칭이

고, A형은 항공기 탑재형이다. 지상, 해상 및 공

중 기구 간에 공중 및 지상 항적 자료를 전송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화된 극초단파/고주파

(UHF/HF) 자료망. 시분할(TDMA) 통신이 가능

하고 동시 다수 부서 연동이 가능하다.

전술 데이터 링크-B | 戰術Data link B |

무기체계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B

주로 해군이 사용하며 link-11 의 다른 명칭이

고, B형은 함정탑재 및 지상 설치형이다. 지상, 

해상 및 공중 기구 간에 공중 및 지상 항적 자료

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화된 극초단파/

고주파(UHF/HF) 자료망. 시분할(TDMA) 통신

이 가능하고 동시 다수 부서 연동이 가능하다.

전술 데이터 링크-C | 戰術Data link C |

무기체계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C

미국 해군 항공 모항의 항공기 통제용으로 개발

된 것으로 항공 모함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항공 기간 표적 및 지휘 통제 정보를 교환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통신망이며 Link-4와 동일하다.

전술 데이터 링크-J | 戰術Data link J |

무기체계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J

항공기, 함정 및 지상기구 간에 공중, 해상 및 지

상의 목표물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비화된 극초단파(UHF) 자료망. 시분할

(TDMA) 통신이 가능하고 동시 다수 부서 연

동이 가능하다. 주로 공군에서 사용하며 통상 

link-16을 전술 데이터링크라고 한다.

☞ TADIL-J(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J)

전술 유도탄 체계 | 戰術誘導彈體系 | 무기체계

Tactical Missile System

미 육군과 공군은 발사된 유도탄이 조인트 스타

즈로 부터 추적 및 유도 정보를 제공받아 목표 

지역까지 유도한 후 목표 지역 도착 후에는 독립

적으로 목표물을 찾아 파괴하도록 하는 미사일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세대 무

기체계인 전술 유도탄 체계라 한다.

☞ TACMS(Tactical Missile System)

전술 인터넷 | 戰術 internet | 무기체계

Tactic Internet

여단급 이하 제대에서 운용하는 전술 인터넷은 

지휘 통제, 상황 인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

적으로 운용되는데, 목적지 노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그룹을 바탕으로 멀티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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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적 결심 수립 절차

스트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나 소스노드가 여단 내 특정 영역(목적지 영

역)에 기상, 각종 위험 경고 등의 메시지를 전달

해야 하는 경우에도 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은 

목적지 영역이 포함된 대대 전체 또는 여단 전체 

멀티캐스팅 그룹을 설정하고 이들 그룹에 속한 

모든 노드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다. 목적

지 영역이 여단 또는 대대 내 일부 영역인 경우 

대대 또는 여단 전체 노드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은 지연시간 및 오버헤드 측면에서 비효

율적이다.

전술적 결심 수립 절차 | 戰術的決心樹立節次 | 

행정공통

Tactical Decision Making Procedure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지휘관과 참모가 

단일 조직체가 되어 지휘관을 중심으로 건전한 

결심을 수립하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으로서 기존

의 지휘관 및 참모 활동 순서, 판단, 전술적 결심 

및 조치, 전술적 결심 수립과정 등의 유사한 계

획 수립 절차를 통합 및 체계화 하였다.

전술적 이동 | 戰術的移動 | 행정공통

Tactical Movement

적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전술적 

임무를 띤 부대 및 장비의 이동을 말한다.

전술적 전환 | 戰術的轉換 | 행정공통

Tactical Diversion

함정이나 호송 선단이 최종 목적지는 변경하지 

않고 정박지에 대기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항로 

또는 항로에 이르는 항해 속도 등을 작전상의 이

유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 가용량 | 戰時可用量 | 행정공통

Wartime Availability

전시에 가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동원 능력, 국

내 조달 능력, 국외 조달 능력으로 구분한다. 동

원 능력이란 산업 동원, 수송 동원, 건설 동원

에 의한 조달을 말한다. 국내 조달 능력이란 중

앙 조달, 부대조달(현지 구매), 조달청에 의한 조

달을 말한다. 국외 조달 능력이란 국내 조달 능

력에 대응한 개념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서 외국으로부터 장비, 물자 및 용역을 획득

하는 것으로, 구매 방법에 따라 대정부 간 판매

(FMS), 상업 구매, 조달청을 통한 국외 조달을 

말한다.

전시 군수지원 능력 | 戰時軍需支援能力 |

행정공통

Wartime Logistcis Support Capability

전시 군수 지원 소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보유량 및 전시 가용

량을 말한다. 현 보유량은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운영량, 비축량, 치장량으로 구분한다.

1. 운영량은 부대 임무, 인가 병력, 교육 훈련 소

요에 의거 결정되는 것으로써 평상 시 부대 운영

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인가된 수량을 말한다.

2. 비축량은 전쟁 초기 일시 대량 획득이 곤란한 

전투 긴요 물자·장비를 재보급하기 위하여 평

시부터 확보, 저장해 두는 량을 말하며, 전시 편

제 소요(작전 계획 소요 등)는 없으나 평시부터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 물자·장비 등도 포함

된다. 3. 치장량이란 부대가 전시에 완편될 경우 

필요로 하는 장비 및 물자를 평시에 확보하여 이

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하는 양을 

말한다.

전시 규약 | 戰時規約 | 행정공통

Military Convention

전시에 교전 당사국의 군사령관 또는 그 밖의 지

휘관 사이에 맺어지는 항복 규약, 정전 협정, 휴

전 협정, 포로 교환 협정 따위와 같은 군사적 성

질의 협정을 말한다.

전시 근로 소집 | 戰時勤勞召集 | 행정공통

Wartime Labor Service Mobilization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동원령

이 선포되었을 때 군에서 필요한 근로 인력을 적

기에 획득,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하

는 것을 말한다.

전시 대비 비축 물자 | 戰時對備備蓄物資 |

사업/계약관리

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전쟁 초기, 일시에 대량 획득이 곤란한, 긴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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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고고도 지역 방어

자를 즉각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평시에 확보·

저장·관리하는 장비 및 물자. 전시 편제 소요에 

반영하지 않고, 평시에 확보하고 있는 물자에 대

하여 지속가능 일수를 사용하여 관리한다.

☞ WRRM(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전시 소모율 | 戰時消耗率 | 행정공통

Wartime Consumption Rate

과거의 전시 경험 자료와 장차전의 양상을 고려

하여 결정한 인수로서 장비의 보유수 또는 인가

수에 대한 손실 비율이다.

전시 소요 | 戰時所要 | 행정공통

Gross Requirement

전시소요는 일명 총소요라고 칭하며, 평시에 군

이 유지할 소요와 일정기간 동안의 전쟁개시 이

후 소요를 합친 총수량이다. 군은 전시소요를 산

정(算定)하여 이의 확보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하

며, 전시소요의 확보대책이 완벽하면 해당 품목

에 한하여서는 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 예산 | 戰時豫算 | 사업/계약관리

War Budget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사태를 대비하여 동원 운영 

계획에 기준을 두고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된 예산

을 말하며 M+30일, M+364일로 구분 편성한다.

전시 외국군 동맹국 표준 지원제도 

| 戰時外國軍同盟國標準支援制度 |

사업/계약관리

Wartime Standard Support For Foreign Armed 

Forces

미 육규 700-7(1978년 7월 15일)에 의거 전시 

외국군/동맹군에 대한 긴급 소요 물자 지원 방

침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자 지원 범위는 

자국 물자, 평시 안보 지원과 기타 협약에 의한 

지원 물자의 도입을 촉진해도 소요 충족이 불가

한 전시 긴급 소요 물자가 포함되나 유류와 탄약

은 제외하고 별도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전시 재보급 | 戰時再補給 | 행정공통

Wartime Resupply

전시 동원 능력에 초과되는 수량은 재보급 계획

으로 획득되며 동맹군 전쟁 예비 물자(WRSA) 

또는 연합군에 대한 범세계 표준 보급 지원

(WSSFAF) 계획에 포함된다. 이들은 수송 시간

을 고려하여 획득 가능 수량을 판단하며 이것 역

시 평시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량을 계획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만 

우리 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지원국측과 

협의를 해야 한다. 재보급 계획에 포함된 장비는 

수송 시간을 고려하여 월별로 가용 수량을 판단

해야 하며, 이 계획에 의하여 소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량은 국내 및 해외 조달에 의하여 계획

된다.

전시 주둔국 지원 | 戰時駐屯國支援 | 행정공통

Wartime Host Nation Support

국가간에 상호 체결한 협정에 의해 전시 주둔국

의 영토 내에서, 주둔국에 의해 외국군에게 제공

되는 민간과 군사부문의 지원을 말한다.

☞ 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 지원 협정 | 戰時支援協定 | 행정공통

Wartime Host Nation Support

한반도의 위기, 적대 행위 또는 전쟁 시 한국이 

미국 군의 접수, 이동과 전개를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수송, 노무 

인원, 탄약, 야전 근무, 정비, 통신, 의료, 유류, 

보급, 공병, 화생방, 경계 등 12개 분야).

☞ 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 특례 | 戰時特例 | 행정공통

Special Regulation In War Time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거 동원이 선포

된 경우에 병역법에 의거 병역 의무 기간을 45세

로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전신 전화료 | 電信電話料 | 사업/계약관리

Telegraph and Telephone Charges

은행간 발생한 전신 / 전화료이다.

전역 고고도 지역 방어 | 戰域高高度地域防禦 | 

무기체계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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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실시권

미국의 고고도, 장거리 미사입 요격체계, 탄도미

사일 등을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내의 고고도에

서 명중시켜 격추시키며 사거리는 195km, 최대 

고도 150km에 달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이동하

여 발사가 가능하다.

전용 실시권 | 專用實施權 | 정책/제도

Exclusive License

특허 발명을 일정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독점적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

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전용실시권자는 

설정 계약의 범위 내에서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

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용 회선 | 專用回線 | 전력지원체계

Leased Line

통신 선로를 임대받아 전용으로 사용하는 통신 

회선이며, 회선을 전용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므

로 전용 회선·전용 라인 또는 임대 라인(Leased 

Line)이라고도 한다.

전원 공급 장치 | 電源供給裝置 | 무기체계

Power Supply System

기기나 장비 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

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위험 담보 조건 | 全危險擔保條件 |

사업/계약관리

All Risk

보험목적물의 손실에 대한 일체의 위험을 보험자

가 담보하는 조건이다. 단 전쟁위험(War Risk)

과 동맹파업(SRCC: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은 담보하지 않는다.

전자 계약 | 電子契約 | 사업/계약관리

Electronic Contract

통신망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 계약으로일

정한 법률 효력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

자가 전자적 의사 표시로 합의하여 성립하는 법

률 행위를 말한다.

전자 문서 유통 | 電子文書流通 | 정책/제도

Electronic Data Interchange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

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 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이다.

전자 민원 창구 | 電子民願創口 | 정책/제도

Government for Citizen Counter

행정기관이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해 

인터넷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이다.

전자 병기 | 電子兵器 | 무기체계

Electronic Weapon

전자 기술을 응용한 군용병기로서 즉 극초단파 

전자관 회로를 이용하여 적을 찾아내고 조종 사

격, 대피 등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제

작된 장비이다.

전자 여권 | 電子旅券 | 정책/제도

Electronic Passport

사진, 지문, 홍채 등 신원확인 정보가 입력된 마

이크로 칩이 들어간 여권.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이 국가 안보의 중대한 위협 요소로 대두되

면서 세계 각국은 여권 위·변조 방지를 통한 보

안 강화 및 자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익 도모 등을 

위하여 전자여권을 도입하고 있다. 2006년말 약 

30개국에서 발급 중이다.

전자 우편 | 電子郵便 | 정책/제도

Electronic Mail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컴퓨터 사용자 간에 

편지나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새로운 개인 통신

방법을 말한다.

전자 입찰 | 電子入札 | 사업/계약관리

Electronic Bid

국계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을 말한다.

전자 입찰자 | 電子入札者 | 사업/계약관리

Electronic Bidder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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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국내·외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 정보 목록 | 電子情報目錄 | 무기체계

ELINT Parameter List

핵폭발 또는 방사선 물질이 아닌 다른 출처로부

터의 전자기 방사나 비통신망 전자기 방사로부터 

전자파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획

득하는 정보인 ELINT(Electronic Intelligence: 

전자정보)의 목록이다.

전자 정부 | 電子政府 | 정책/제도

Electronic Government

1. (광의의 의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업무처리

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

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

2. (협의의 의미) 정부에 대한 모든 신청이나 신

고 등의 서류업무를 완전 전산화, 모든 행정수속

이나 행정처리가 인터넷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기 펄스 폭탄 | 電磁氣-爆彈 | 무기체계

Electromagnetic Pulse Bomb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여 적의 전자기기 체계

를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폭탄. 전자기

펄스 폭탄은 고공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광대역

의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하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지하에 있는 미사일이나 항공기, 통신시설 

등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자산 가시화 | 全資産可視化 | 정책/제도

Total Asset Visibility

사용자들이 전 국방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

간 대에 파악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제반 조

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전자식 기술 교범 | 電子式技術敎範 |

사업/계약관리

Interactive Electrical Technical Manual

무기체계의 고장 탐구 및 정비를 위해 필요

한 기술정보를 최종 사용자에게 상호대화식

(Interactive) 형식으로 시현하기 위해 서식 

및 구성을 최적화 한 디지털 문서 및 관리 체

계를 말한다.☞ IETM(Interactive Electrical 

Technical Manual)

전자전 연락반 | 電子戰連絡班 | 무기체계

전반적인 연합·합동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연

합·합동 전자전 활동 협조를 위한 전자전 참모

반으로서 연합사/지상 구성군사 전자전 기구의 

일부이며 전구 항공 통제 본부에 위치한다.

전자전 정보 | 電子戰情報 | 무기체계

Electronic Warfare Intelligence

관계하고 있는 외국이나 전자전 수행을 위하여 

작전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가용한 정보의 수집, 

평가, 분석, 종합 그리고 해석의 결과로부터 얻

은 산물을 말한다.

전자파 보안 시스템 | 電磁波保安體系 |

사업/계약관리

Electromagnetic Waves Security System

군의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전력지원체계의 

정보통신 기기·시설로부터의 전자파 누설을 방

지하고 전자기파에 의한 침해 위협으로부터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제반 기술을 말

한다.

전자파 복사 위해 | 電磁波輻射危害 | 무기체계

Electromagnetic Radiation Hazard

사람, 병기(兵器),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송신기

나 안테나가 안전 레벨 초과 또는 위험 레벨로 

전자파를 복사하여 야기되는 위해. 전자 기폭 장

치, 무기 시스템, 병기 또는 기폭 장치의 다른 기

폭용 부품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큰 전류나 전

압을 발생시키는 위해와, 사람이나 야생 동물에

게 유해한 영향을 야기하는 위해, 그리고 가연성 

혼합물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한 크기의 불꽃을 일

으키는 위해 등을 말한다.

전장 관리 임무영역 아키텍처 

| 戰場管理任務領域architecture | 정책/제도

Warfighting Mission Area - Architecture

합동군사작전 수행체계의 지휘·통제 기능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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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보 기능의 체계적 생성·관리·운용을 위해 

합참 등이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대한 아키텍처를 

말한다.

전장 관리 정보 체계 | 戰場管理情報體系 |

무기체계

Battle Management System

무기체계중 정보를 수집, 가공, 전달, 전시하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데이

터·통신수단이 통합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소

프트웨어 중심의 체계로서 지휘통제·통신체계, 

군사정보지원체계 등을 통칭한다. 다만, 무기체

계의 일부로 포함된 특수목적의 컴퓨터에서 수행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전장 기능 | 戰場機能 | 행정공통

Function of Battlefield

전장에서 전력 발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긴요한 군사적 역할과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전

장에서 통합된 제 전장 요소에 대한 통제를 용이

하게 하고 전력 소요 도출의 기초를 제공한다.

전장 아키텍처 | 戰場architecture(WEA) |

정책/제도

Warfighting 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적 아키텍처를 적용, 한국형 NCW 구현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과학적으로 제시한 전장 

종합청사진으로서, 합동개념 요구능력에 대해 미

래목표(To-Be)의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능력분

석과 대안수립을 통한 전투발전 소요제안을 구체

적으로 제시한다.

전장 아키텍처 관리체계 

| 戰場architecture管理體系 | 정책/제도

Warfighting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작성된 전

장아키텍처를 관리하는 정보체계로 사용자가 아

키텍처를 저장,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

템을 말한다.

전쟁 계획 | 戰爭計劃 | 행정공통

War Plan

국력의 제요소를 통합하여 국력에 의해 전쟁을 

억제하고 자국의 목표를 추구하는 광의의 전쟁 

계획과 적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고 적의 의지를 

무력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 실행 계획인 협

의의 전쟁 계획으로 분류한다.

1. 광의의 전쟁 계획: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전·평시를 통해 군사력을 건설, 유지, 운용

하기 위한 군사 정책, 군사 계획과 이에 관련된 

정책 시행

2. 협의의 전쟁 계획: 적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 계획으로 육·해·공군의 작전 계획

과 직접 이에 관련된 전쟁 계획

전쟁 대비 수리부속 | 戰爭對備修理附屬 |

행정공통

War Readiness Spare Kit

전시에 비행 대대가 모기지에서 타 기지로 전개

될 시 30일간의 항공 작전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부속품을 평시에 확보 비축하는 품

목과 수량을 말한다. 

☞ WRSK(War Readiness Spare Kit)

전쟁 모의 | 戰爭模擬 | 정책/제도

War Game

둘 이상의 상대군 역할을 담당하는 참가자들에 

의해 실제 군사력을 운용하지 않고 실제 또는 가

상의 군사작전을 묘사할 수 있는 수단, 규칙, 제

원 및 절차를 포함한 전쟁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

을 말한다.

전쟁 모의 실험 | 戰爭模擬實驗 | 정책/제도

Warfare Simulation

분석이나 훈련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전쟁이

나 그 일부분에 대한 모의 실험이다.

전쟁 물자 소요 | 戰爭物資所要 | 행정공통

War Materiel Requirement

전쟁 물자 계획 목표에 규정된 기간 동안 승인된 

미군 체계 및 물자 지원 계획에 포함된 동맹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품목의 양, 전쟁 물

자 소요에는 계획된 동원을 지원하며, 훈련, 전

투 및 전투 지원 작전에서 현 국방부장관의 지침

에 모든 미군 및 동맹군을 위하여 D-day 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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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 보충 지속량을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도 

포함된다.

전쟁 범죄 | 戰爭犯罪 | 행정공통

War Crime

전시에 전투에 관한 국제 법규를 어기거나 비인

도적 행위를 하거나 전시 반역을 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전쟁 비축 물자 | 戰爭備蓄物資 | 행정공통

War Stock Pile

전쟁초기에 일시 대량 획득이 곤란한 전투 긴요

물자 중 국고예산으로 평시에 확보, 저장해 두는 

물자이다.

전쟁 수준 | 戰爭水準 | 행정공통

Level of War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쟁의 수준을 전략, 작전술, 

전술로 대별하는 개념을 말한다.

전쟁 예비량 | 戰爭豫備量 | 행정공통

Combat Reserve

전쟁 초기에 다량의 물자를 단시일 내에 획득하

기가 곤란한 물량을 평시에 확보하여 특정 지역

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즉각 보충하기 위한 

예비 보급품의 양을 말한다. 전쟁 예비량에는 전

평시 편제차에 따른 예비량, 군 전쟁 예비, 사전 

배치 물자, 기지 전쟁 예비 등이 포함되며, 각종 

전투 예비 물자 및 비축 물자 등을 총칭하는 용

어로 사용된다. 전투 예비량이라고도 한다.

☞ CR(Combat Reserve)

전쟁 예비품 | 戰爭豫備品 | 행정공통

War Reserve Material / War Reserves;

1. 군수품의 요구량이 전쟁 발발 시 증가될 것

에 대비하여 평시에 모아놓은 비축 물자. 즉, 전

쟁 초기에 다량의 물자를 단시일 내에 획득하기

가 곤란하므로 이를 평시에 확보하여 특정 지역

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즉각 사용하기 위

한 보급품을 말한다.

2. 전·평시 차이 수량, 군 전쟁 예비, 사전 배

치 물자, 기지 전쟁 예비, 각종 전투 예비 물

자, 비축 물자 등에 대한 총칭이다.☞ WR(War 

Reserves), WRM(War Reserve Material)

전쟁 원칙 | 戰爭原則 | 행정공통

Principle Of War

전쟁 수행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전쟁의 원칙은 전쟁 법칙과 원리에 기초

를 두고 있으나 경험 요소에 의해 산출된 것으로

서 전쟁 원칙의 적절한 적용은 지휘권 행사와 군

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대단히 중요

하다.

전쟁 지도 | 戰爭指導 | 행정공통

Conduct Of War

전시에 있어서의 국력 운용에 관한 지표로서 전

쟁의 수행을 위한 요강의 제정, 무력 발동에 따

르는 통수권의 행사, 국가 전략과 군사 전략 간

의 통합, 조정 및 효율적인 통제 등 궁극적인 전

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총역량을 전승 

획득에 집중시키도록 조직화하는 지도 역량과 기

술을 말한다.

전차 | 戰車 | 무기체계

Tank

위력이 큰 포나 기관총 등을 탑재하고, 두꺼운 

장갑으로 방호된 차체에 도로가 없는 야지(野地)

에서도 기동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관과 주행

장치를 지닌 전투차량을 말한다.

전착 도장 | 電着塗裝 | 정책/제도

Electrodeposition Coating

물을 매개로 해 전달된 전착도료의 고분자 수지

가 직류전기의 작용으로 물의 전기분해(Electro 

Lysis )  반응을 수반해 전기영동(Electro 

Phoresis), 전기석출(Electro Deposition), 전기

삼투(Electro Endosmosis)의 전기 화학적 반응

에 따라 수불용성 도막을 형성한 후 고온에서 가

열 건조돼 내식성이 강한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

방법이다.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한 전착도장 시스

템은 경제성 및 자동화가 뛰어나 오래전부터 하

도용 도료로써 사용되었으며 지난 1973년 양이

온(Cation) 전착도료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그 수

요가 확대돼 현재는 약 90% 이상이 하도용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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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피도체에 전기 전도성만 

주어진다면 전 부분에 균일하게 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고도의 방청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및 부

품과 가전분야 등에서 주목 받고 있는 방식이기

도 하다.

전투 근무 지원 | 戰鬪勤務支援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전술 및 전략에 포함되지 않는 군사면의 제반 지

원, 즉 행정 및 군수 분야 활동으로서 전투·전

투지원·전투근무지원 부대에 대하여 임무 수행

에 필요한 모든 자원, 즉 인원, 장비, 물자, 시

설 및 자금을 통제 관리하고 제반 근무를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항공 및 지상부대가 전투 중 임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급, 유지, 수송, 

의료 지원 그리고 여타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각 군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나 이것으로 국

한되지 않고 전장에서의 모든 작전부대를 유지시

켜 주기 위한 전쟁의 모든 수준에서의 활동 등을 

망라한다. 군수의 모든 수준에는 전투 근무 지원

이 포함되며, 이것은 전투 지역에서의 부대 지속

성에 영향을 주며 작전지역에서의 작전하는 부대

의 모든 요소들을 지속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주

요 군수 기능 활동 및 업무이다.

☞ CSS(Combat Service Support)

전투 근무 지원 계획 | 戰鬪勤務支援計劃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Plan

한 부대의 작전에 수반되는 전투 근무 지원에 관

한 사항을 망라한 계획이며, 장차 전투 근무 지

원 명령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전투 

근무 지원 계획 수립은 개략적인 전술 계획이 세

부적으로 발전되기 전에 전투 근무 지원 가능성

을 검토하여야 하며, 채택된 일반적인 전술 작전

을 지원하는 전투 근무 지원 계획은 세부적인 작

전 계획과 협조되고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전투 근무 지원 명령 | 戰鬪勤務支援命令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Order

어떤 부대가 수행할 작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투 근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명령이다.

전투 근무 지원 부대 | 戰鬪勤務支援部隊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Unit

전투 부대와 전투 지원 부대를 인사, 민사, 군수 

및 기타의 행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대로 보

급, 탄약, 수사, 교육 훈련 부대 등이 해당된다.

전투 근무 지원 운용 본부 

| 戰鬪勤務支援運用本部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Operation Center

전술 작전 본부의 상대적 기구로서 통상 주지휘

소 내에 설치되어 현행 전투 및 전투 지원 작전

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 근무 지원 활동을 

지휘, 통제, 조정 및 협조시키며, 전투 근무 지

원 요소를 통합시키고 지역 피해 통제 업무에 관

련된 일반 및 특별 참모와 관련 부대의 지휘관 

또는 대표자로 구성된 기구로서 사단급 이상 부

대에서 운용한다.☞ CSSOC(Combat Service 

Support Operation Center)

전투 근무 지원 원칙 | 戰鬪勤務支援原則 |

행정공통

Principle for Combat Service Support

효과적인 전투 근무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서 집중 지원, 추진 지원, 신뢰성, 간편

성, 적시성, 균형성, 권한, 경계, 경제성 등 9대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다.

전투 근무 지원실 | 戰鬪勤務支援室 | 행정공통

Combat Service Support Center

통합 전투 수행 보장을 위하여 지휘 통제 본부 

내 또는 필요 시 후방 지휘소에 설치되어 현행 

및 장차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투 근무 

지원 활동을 지시, 통제 및 협조시키고, 전투근

무 지원 요소를 통합시키며, 지역 피해 통제 업

무를 수행하는 지휘 통제 기구이며 통상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운용된다.

☞ CSSC(Combat Service Support Center)

전투 근무 지원정 | 戰鬪勤務 支援艇 | 무기체계

Combat Service Support Ship

전투근무지원정은 수상함을 제외한 수요군(해

군)이 필요로 하는 기타 모든 함정의 종류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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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전투 긴요 수리부속 | 戰鬪緊要修理附屬 |

무기체계

Combat Critical Repair Parts

전투 긴요품목 중 수리부속으로서 장비를 비롯한 

주요 장비의 전시 모기지 작전 지원용 부속을 말

한다.

전투 발전 | 戰鬪發展 | 사업/계약관리

Combat Development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장차전에 대비하는 

총체적인 연구발전 노력이다. 즉 현재 및 장차전

에서 전투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

여 교리, 무기체계, 구조 및 편성, 교육훈련, 무

기/장비/물자, 인적 자원, 시설 등에 대한 연구 

발전을 통하여 현존 전력을 향상시키고 장차 전

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전투 발전 요소 | 戰鬪發展要素 | 정책/제도

군사교리, 조직편성, 훈련, 자원, 리더십/교육, 

인원, 시설 등의 물자적 혹은 비물자적 전투발전

요소를 총칭한다.

전투 발전 지원 요소 | 戰鬪發電支援要素 |

사업/계약관리

Combat Development Support Element

소요군의 전투 발전을 위하여 무기체계획득과 연

계하여 개발·획득하여 지원하는 요소로서 군사 

교리, 부대 편성, 교육 훈련, 시설, 무기체계상호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주파수 

확보 포함)로 구분한다.

1. 군사 교리는 무기체계획득에 따라 운용 개념

을 재정립하고 관련 교리·교범 등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운용 개념 정립과 중장기 교리 발전 소요 

판단, 관련 교리 문헌 발간 및 정비 등을 고려하

여 확보한다.

2. 부대 편성은 무기체계획득과 연계하여 부대의 

부여된 임무,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적 

인적소요를 판단하여 중기 부대 계획에 반영하

고 편제표를 작성 및 발간하는 것으로 부대 증창

설·해체·감편 소요와 병력 증감 소요, 편성 구

조 발전 소요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3. 교육 훈련은 무기체계획득에 따른 교육 훈련 

기획 소요(교육 훈련 제도 및 체계, 학교 교육, 

부대 훈련)를 판단하고, 교육 훈련을 위한 장비

(학교 교육용, 부대 훈련용) 및 교보재(CBT, 시

뮬레이터, 시청각 교보재, 각종 절개식 교보재) 

등을 확보한다.

4. 시설은 무기체계의 운용·시험·훈련을 지원

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 설비로 시설 사업 

소요 판단은 현존 시설의 가용성과 장비 운용에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의 시설 소요, 시험평가 

시설 소요, 시설 보안 및 전술적 측면, 운용 시설

의 환경 대책, 특수 시설 및 훈련 시설 등을 고려

한다.

5. 무기체계상호 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

프트웨어는 무기체계간 상호 연동 및 통합 운용

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물자로 무기체계간 상호 

연동 체계와 통합 운용 소요 장비 및 물자, 주파

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확보한다.

전투 서열 | 戰鬪序列 | 행정공통

Order of Battle

군사 부대의 단대호, 지휘 구조, 그리고 병력의 

배치와 운용 및 장비, 보급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를 말한다.

전투 손실 | 戰鬪損失 | 행정공통

Combat Consumption

전사, 전상으로 인한 사망이나 전투 중 실종과 

포로 등 전투로 인한 손실(Combat Loss)을 말

하며, 전쟁이 발발하여 군이 전투에 참가했을 때 

적의 공격으로 인한 전투 손실 및 전투 외 활동

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 등을 말한다. 전투 손실

은 전쟁 초기에는 대량 손실이 예상되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손실이 점차 감소된다. 이러한 손

실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중의 손실만

을 전시 소요로 산정하게 된다. 

☞ CC(Combat Consumption)

전투 실험 | 戰鬪實驗 | 행정공통

Warfighting Experimentation

전투발전분야에 공학적인 실험방법을 적용하는 

방법론으로 운용개념과 요구능력을 충족하는 신

기술·신체계·신교리·신조직 등의 대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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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실험, 성숙시켜 성공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요제기 과정이다.

전투 예비 품목 | 戰鬪豫備品目 | 행정공통

Combat Reserve Item

전쟁 초기 급증하는 소요 또는 전시 특별 상황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긴요 품목 소요에 대비해 평

시에 확보, 관리하는 품목이다. 즉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하게 저장된 장비 또는 품목

으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한 작전 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다. 

전투 예비 품목의 양을 전투 예비량(CCR)이라고 

한다.

전투 적재 | 戰鬪積載 | 행정공통

Combat Loading

예기되는 전술 작전을 고려하여 편성된 탑재 계

획에 의거 지정된 방법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장

비 및 보급품을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물자

는 항목별로 적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즉시 하적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전투 적재에는 전투 

단위 부대 적재, 전투 편성 적재, 전투 분산 적재 

3가지로 분류된다.

전투 준비 태세 | 戰鬪準備態勢 | 행정공통

Combat Readiness

주어진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부대로 하여금 

일정한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여 제반 조치를 달

성 유지시키는 것으로 적대 행위 이전의 최종 전

투 준비 상태를 말하며 주로 전술적 차원에서 사

용됨. 군사 태세의 하위 개념으로서 `전비 태세’, `

전투 태세’, `작전 준비 태세’는 이와 유사한 의미

의 용어이다.

전투 지경선 | 戰鬪地境線 | 행정공통

Boundary

인접한 부대, 대형, 지역간에 작전협조 및 조정

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표상에 설정한 선으

로 전방, 후방 및 측방 전투지경선으로 구분되

며, 전투지경선을 초과하는 작전은 인접 혹은 상

급부대와 협조 및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다.

전투 지대 | 戰鬪地帶 | 행정공통

Combat Zone

1. 작전 실시를 위하여 전투 부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2. 야전군 후방 전투 지경선의 전방 지역이다.

전투 지대 공역 | 戰鬪地帶空域 | 행정공통

Airspace In A Combat Area

야전군 후방 지경선부터 사단 전방에 위치한 화

력 지원 협조선까지의 공역을 말한다.

전투 지역 | 戰鬪地域 | 행정공통

Combat Area

전투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아군 부대 간의 상호 

방해됨을 방지하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 해상, 공중의 제한 지역을 말한다.

전투 지역 전단 | 戰鬪地域前端 | 행정공통

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

엄호 및 차장 부대가 작전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

상 전투 부대의 주력이 전개하고 있는 일련된 지

역의 최첨단 한계이다. 

☞ FEBA(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

전투 지원 | 戰鬪支援 | 행정공통

Combat Support

전투 부대에 제공되는 화력 지원과 작전 지원(보

조 작전)을 말하며, 야전 포병, 방공 포병, 항공

(공중 수색 및 전투 헬기 제외), 공병, 헌병, 통신 

및 전자전이 포함된다.

전투 지원 부대 | 戰鬪支援部隊 | 행정공통

Combat Support Element / Combat Support Troops

전투 부대의 전투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작전면에

서 지원하는 부대로서 수행 기능에 따라 전투 지

원 기능만을 수행하는 부대와 전투 지원 및 전투 

근무 지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부대가 있다. 

전투 지원 수준 | 戰鬪支援水準 | 행정공통

전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시 수준에 추가

해서 소요되는 보급품의 수량이다.

전투 지휘 | 戰鬪指揮 | 행정공통

Battle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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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증강

단일화된 지휘관 또는 특정한 전투 지휘부가 할

당된 전력에 대하여 실행하는 위임할 수 없는 지

휘 권한을 말한다. 전투 지휘는 지휘 기구 혹은 

군사력의 조직화나 운용, 임무 할당, 목표 선정, 

합동훈련, 병참 및 지휘 기구에 할당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면에 권위있는 

지시를 하달하는 권한이다.

전투 지휘 훈련 | 戰鬪指揮訓練 | 행정공통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육군 교육사 주관 하에 사단 및 군단급 지휘관과 

참모의 실전적 전투 지휘 통제 능력 향상을 위해 

첨단 컴퓨터 모의 기법을 이용하여 작전의 성공

과 실패를 실전과 유사한 상황 하에서 경험해 봄

으로써 취약점을 발견, 훈련 소요를 염출하고 이

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훈련이다.

☞ BCTP(Batt le  Command Train ing 

Program)

전투 지휘 훈련 계획 | 戰鬪指揮訓練計劃 |

정책/제도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지휘관 참모 전투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M&S

활용 부대 훈련 계획이다. ☞ BCTP(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전투 치중대 | 戰鬪輜重隊 | 행정공통

Combat Train

전투 부대를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부

대로서 탄약, 정비, 연료, 윤활유 및 의무 차량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야전 치중대에 상대되는 

용어이다.

전투 탑재 | 戰鬪搭載 | 행정공통

Fight Load

전투 시에 재빨리 싸울 수 있도록 함정, 항공기, 

차량 따위에 장비와 보급품 및 이를 사용하는 인

원을 함께 싣는 일을 말한다.

전투 편성 | 戰鬪編成 | 행정공통

Combat Organization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속 및 

지원 부대에 전술적 임무를 부여하고 지휘 관계

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투 피해 평가 | 戰鬪被害評價 | 행정공통

Battle Damage Assessment

사전 결정된 목표에 치사성 또는 비치사성 군사

력을 운용하여 획득한 적시적이며 정확한 피해 

평가를 말한다. 모든 군사 작전 및 무기체계의 

운용에 적용될 수 있으며, 물리적 피해 평가, 기

능적 피해 평가 및 표적 처리 평가로 구성된다.

 ☞ BDA(Battle Damage Assessment)

전투 효과 무기 | 戰鬪效果武器 | 행정공통

Combat Effectiveness Weapon

전장에서의 전투 임무에 효과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하며 전술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

된다. 일반적으로 각 제대에서 전투 구성에 편성

되어 있는 무기만이 포함되며 근무 지원 부대의 

무기는 계산되지 않는다.

☞ CEW(Combat Effectiveness Weapon)

전투단 | 戰鬪團 | 행정공통

Regiment Combat Team

각종 주요 병과의 협동 부대로 운용되는 증강된 

보병으로 이 지상 부대의 통상적인 구성 비율은 

보병 1개연대, 포병 1개 대대, 전차 1개 중대, 공

병 1개 중대 및 대공포 1개 포대로써 구성되나 상

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투력 복원 | 戰鬪力復元 | 행정공통

Restoration Of Combat Power

부대가 심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전투 근무 지원 절차를 통해서는 현행 및 장차 

작전 수행이 곤란할 때 즉각적인 전투력 회복을 

위해 취하는 지휘 조치로서 전투력 복원에는 재

편성과 재조직이 있다. 

전투력 증강 | 戰鬪力增强 | 행정공통

Force Enhancement

연합사 위기 조치 절차상 전구 내 취약점을 보강

하고 필요한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

여 기 배치된 연합사 부대를 증원하기 위한 군부

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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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집중

전투력 집중 | 戰鬪力集中 | 행정공통

Combat Power Concentration

아군의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신속히 

집중하여 적보다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를 달성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타 지역에서의 전투력 절

약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전투력 투사 | 戰鬪力投射 | 행정공통

Force Projection

요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신속한 경보 전파, 동원, 

전개 및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파 | 電波 | 무기체계

Electric Wave

비교적 파장이 긴(주파수가 낮은) 범위의 전자기

파이다. 적당한 전원과 진동회로를 사용하여 전

동 전류를 일으키고 그것을 안테나를 통해 흐르

게 함으로써 일정한 파장을 가지는 것을 지속적

으로 보낼 수 있다.

전파 규칙 | 電波規則 | 정책/제도

Radio Ragulations

국제 전기 통신 협약에 부속되어 있는 업무 규

칙의 하나이다. 주로 전파통신의 용어와 정의, 

9kHz~275GHz의 주파수를 업무별로 분배하는 

것, 주파수의 조정, 통고 및 등록, 우주 전파 통

신 업무의 특성, 혼신, 조난 통신 및 안전 통신 

등에 관한 규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전파 월경 | 電波越境 | 무기체계

Spill Over

방송 위성에서 발사되는 전파가 서비스권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방송위성의 전파가 원래 의도했던 

서비스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이나 주변 국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 특정한 국

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파가 관계없는 지역

으로 발사되는 것은 국제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파 규칙(RR)에 국제적인 조정 절

차가 규정되어 있다.

전환 지불 | 轉換支拂 | 사업/계약관리

Closs Leveling

1. 초과자금을 한 케이스로부터 타 케이스로 전

환하는 DFAS-IN 의 계정관리기법이다. 예전 

FMS 케이스로 입금되어 발생한 잔액을 전환지

불함으로써 구매국은 대금지불 소요금액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DFAS-IN가 특정 케이스에 

초과되는 자금을 수취하였거나 또는 종결케이스

에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초과 잔액을 현재 사용 

중인 케이스로 전환하여 지불함으로써 구매국은 

현재 청구된 대금지불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구매국의 하나의 FMS 케이스 자금에서 다른 

FMS 케이스로 자금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절차 평가 제도 | 節次評價制度 | 정책/제도

군수품 품질 보증서의 한 수단으로 계약 업체가 

제품의 기술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

부가 요구하는 품질 제도 요구 규격에 따라 자체 

품질 보증 제도를 갖추고 이행하며, 정부 품질 

보증 기관은 계약 업체가 수립한 품질 보증 제도

(절차)가 요구 규격에 타당한지 심사하고 이행 

상태를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제품 생산을 유도

하는 제도.

절충교역 | 折衷交易 | 정책/제도

Offset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

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

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으로서 현금지급이 아

닌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로 인정하는 것

을 말하며,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관

련된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에 관한 직접절충교역

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이 없

는 간접절충교역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절충교역 가치 | 折衷交易價値 | 정책/제도

Offset Value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 지침

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

치라고 한다.

절충교역 가치 축적 | 折衷交易價値蓄積 |

정책/제도

Banking Off-set Credits

절충교역 의무가치의 초과이행이 예상될 경우 방

위사업청과 국외업체의 사전합의 하에 초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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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합의 각서 조건

한 금액을 해당업체 차기사업의 절충교역으로 제

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절충교역 가치와 실제 금액 

| 折衷交易價値-實際金額 | 정책/제도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

서에 따라 평가 및 합의된 합의가치를 절충교역 

가치라고 하며,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

을 실제금액이라고 한다.

절충교역 계약서 | 折衷交易契約書 | 정책/제도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절충 교역과 관련하여 방위 업청과 국외 도입 물

자를 계약한 국외 업체 간의 절충 교역 계약 조

건과 제안 내용에 대한 합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

를 말한다.

절충교역 대안 | 折衷交易代案 | 정책/제도

Offset Counter Proposal

해외 업체가 제안한 절충 교역 제안서에 대한 검

토 결과 혹은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작성된 해외 

업체에 제시할 협상안을 말한다.

절충교역 등급 | 折衷交易等級 | 정책/제도

절충교역의 가치를 분류하기 위하여 그 중요도에 

따라 A·B·C 등으로 등급화 한 것.

절충교역 비율 | 折衷交易比率 | 정책/제도

Offset Rate

군용 물자 총 구매 계약 가격 중에서 외화 지출 

대비 절충 교역 가치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

다. 절충 교역비율 = (절충 교역 합의 가치 / 외

자 지출(예상)금액) × 100(%).

절충교역 양해 각서 

| 折衷交易諒解覺書 | 정책/제도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내 참여기관 및 국내업체와 국외업체 간에 절

충교역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

절충교역 자산 | 折衷交易資産 | 정책/제도

Offset Assets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국외업체로부터 무상으로 

획득하여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기술자료, 

장비 및 치·공구류를 말한다.

절충교역 제안 요청서 | 折衷交易提案要請書 | 

정책/제도

Offset Request for Proposal

절충교역 주관기관 및 협상방안 선정을 위하여 

국외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 계획, 일

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절충교역 제안서 | 折衷交易提案書 | 정책/제도

Offset Proposal

국외계약자가 절충교역 조건으로 제시한 이행 약

정사항 및 이행계획 등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절충교역 지침서 | 折衷交易指針書 | 정책/제도

Offset Program Guidelines

「방위사업법」 시행령 2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절충교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방위사업청 지침이다.

절충교역 평가 | 折衷交易評價 | 정책/제도

Offset Evaluation

절충 교역 협상 결과를 제안 내용의 등급(기술의 

정도 또는 중요도), 재정적 가치(외형 금액) 및 

이행 기간 등을 중요 평가 요소로 하여 가치 평가

함을 말하며, 평가 가치가 높은 국외 업체는 계약 

체결에 유리하다. 기술 가치의 평가에서 연구개

발 관련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부품제작 및 정

비 관련 기술은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하며, 필

요 시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절충교역 합의 각서 | 折衷交易合議覺書 |

정책/제도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외도입물

자를 계약한 국외업체간의 절충교역조건과 제안

내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절충교역 합의 각서 조건 

| 折衷交易 合意覺書 條件 | 정책/제도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Condition



430

절충교역 협상 대안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에 필요한 조건은 아래

와 같다.

1. 기본계약금액은 국외업체로부터 장비 및 물자

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금액으로서 절충교역 협상

을 위한 기준금액이다. 기본계약예상금액은 기본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업체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하여 제시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2. 절충교역 가치는 국외업체가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절충교역지침서에 따라 가치평가 및 합의

된 합의가치를 말한다.

3. 기타 이 합의각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직접절

충교역, 간접절충교역 및 적격당사자 등 절충교

역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이 발행하는 “절충교역 지침서”에 따른다.

절충교역 협상 대안 | 折衷交易協商代案 |

정책/제도

Offset Requirements

방위사업청 등 절충 교역 협상 부서가 절충 교역 

협상을 위하여 국외 업체에 제시할 기술 분야 및 

부품 제작 물량 등의 내용을 말하며, 해외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군사 장비, 물자 및 용역과 직

접 관련하여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항, 또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현용 무기체계의 전력 증강과 군

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요구 사항.

절충교역 협상 대안 선정 A 등급 

| 折衷交易協商代案選定 A 等級 | 정책/제도

획득 장비와 관련된 생산 기술의 전수, 획득 장

비와 관련 장비, 구성품, 부품 생산 능력 및 창급 

정비 능력 획득, 장비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 기술 자료 및 교육 지원 획득, 획득 장비와 

관련된 장비 및 공구 무상 획득.

절충교역 협상 대안 선정 B 등급 

| 折衷交易協商代案選定 B 等級 | 정책/제도

획득 장비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A등급 사항, 

직접 또는 간접 절충 교역 범주에 속하는 사항 

중 기여도가 낮은 사항.

절충교역 협상 방안 | 折衷交易 協商方案 |

정책/제도

Offset Requirements

절충교역 협상부서가 절충교역 협상을 위하여 국

외업체에 제시할 기술 분야 및 부품제작물량 등

의 내용을 말한다.

절충교역 협상 평가 | 折衷交易協商評價 |

정책/제도

절충 교역 협상 결과가 절충 교역 목표를 충족하

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 하는 것.

절충분석 | 折衷分析 | 사업/계약관리

Analysis of Alternatives

대안 시스템 개념이 임무를 만족하는데 대한 운

용효과성 및 운용적합성, 예상되는 비용 및 위험 

등에 대한 평가이다. 이 활동은 발생가능한 주요 

가정 및 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하는 활동이다. 

☞ 대안 분석

점검 | 點檢 | 행정공통

Check / Monitoring

1. 특정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연구 활동, 

장비 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 분석한 후 의

견을 제출하는 일을 말한다.

2. 민군 겸용 기술 센터가 시험 개발 단계의 연구 

과제에 대해 군수용에 대비하여 연구 과정을 확

인,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점진적 개발 | 漸進的開發 | 정책/제도

Incremental Development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 성능이 개발 이전 단계에

서 이미 확정되었으나, 개발 목표치를 분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 완성하는 방식

으로 개발 단계를 반복적으로 적용한다. 가용 자

원이 제한되는 경우 또는 개발 시 기술적 위험도

가 높으나 기술 성숙도의 예측이 가능할 때 적용

한다.

접근 권한 | 接近權限 | 정책/제도

기록물 관리 시 사용되는 의미로 기록물의 이용

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기록물을 이

용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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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측정 시험소

접근성 | 接近性 | 행정공통

Accessibility

일종의 정비성 설계 요소로서 품목의 고장 부위

에 접근하여 정비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성질을 

말한다.

접속 | 接續 | 정책/제도

Connection / Splice

접근 또는 연결. 컴퓨터와 통신에서 커넥션과 접

근(Access)을 둘 다 접속이라고 혼동해서 사용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적절한 우리말 용어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 커넥션은 다음과 같은 의미

로 사용된다. 

1. 통신에서, 정보 전달을 위해 기능 단위 간에 

확립되는 결합에 의해 설정된 통신로. 

2.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모듈 간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특히 비동기 절차에 대

한 절차 호출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예를 

들면, 코볼에서는 ENABLE 명령문에 의해 하나

의 통신 접속이 설정되고, OPEN 명령문에 의해 

하나의 입출력 접속이 설정된다. 

3. OSI 기본 참조 모델에서, 어떤 층의 복수의 기

능 단위 사이에 설정되는 논리적인 통신로이다.

접지 | 接地 | 무기체계

Ground / Ground Fault; Grounding

전기학에서 거의 일정한 전위(電位)를 갖는 지표

와 연결하는 것. 전기 회로를 동선(銅線) 따위의 

도체로 땅과 연결하는 것. 또는 그런 장치를 말

한다. 회로와 땅의 전위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

써 이상 전압의 발생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여 

인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한다.

정규 군사 훈련 | 定規 軍事訓鍊 |

사업/계약관리

Formal Trainning

특별훈련을 포함하는 이 훈련은 승인된 교육프로

그램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직업군인의 전문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술을 지

도한다.

정기 배정 예산 | 定期配定豫算 | 사업/계약관리

회계 연도의 4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의거 매

분기 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정기 재물 조사 | 定期財物調査 | 행정공통

Cycle Inventory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재물 

조사이다. 각급 보급 기관 및 편성 부대는 자대 

재물 조사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보급창 및 시설 부

대급은 연간 2회 이상, 기지창급은 연간 1회 이

상 실시하며, 군수 사령관이 지정한 고가품 및 

주요 의약품은 매월 1회 실시하고, 병참 I종품인 

식량류는 매 3개월마다 1회씩 실시한다.

정례 회의 | 定例會議 | 정책/제도

A Regular Meeting

1.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2. 국회 상임위원회가 폐회 중 최소한 월 2회 정

례적으로 개회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기타 안건과 주요현안 등을 심사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제53조)

정밀 검사 | 精密檢査 | 행정공통

Precision Test

복잡한 기능을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공인 기

관 실험실에서 규정에 의거 시험 검사를 하는 경

우를 말한다.

정밀 측정 | 精密測定 | 행정공통

Detailed Survey

정밀도의 유지를 요하는 장비(주로 계측기)와 정

밀성이 확인된 최상급 표준원기(Standard)와 상

호 비교 또는 측정하여 정밀도의 변화를 검사하

고 오차와 결함을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사회에서는 교정 검사(較正檢査)라고 하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1차, 2차, 3차 기관으로 나누고 

군 1급 정밀 측정 시험소, 군 2급 정밀 측정 시험

소로 구분한다.

정밀 측정 시험소 | 精密測定試驗所 | 행정공통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Laboratory

정밀 측정 장비의 교정 및 수리 지원을 행하는 

시험소. 온도, 습도, 조도의 조절 및 방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표준 소급 체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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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측정 장비

지 관리하는 시험소로서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한다.

정밀 측정 장비 | 精密測定裝備 | 행정공통

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

장비 및 보급품이 기준 설계도와 규격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가를 측정·시험·검사·분석·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계량측정

기 또는 시험·측정 및 진단 장비(TMDE : 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라

고도 한다

정밀 측정 패키지 요소 

| 精密測定 package 要素 | 행정공통

정밀측정 장비 교정에 필요한 표준기 및 부수 보

기류, 교정용 소프트웨어, 기술도서, 동시조달 

수리부속, 교육, 시설을 포함한 제반 요소를 말

한다.

정보 | 情報 | 정책/제도

Information

관련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

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정보 공개 제도 | 情報公開制度 | 정책/제도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

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

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

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

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보 교환 요구 사항 | 情報交換要求事項 |

정책/제도

체계 간 교환되는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송·수신처, 정보의 크기, 주기, 적시성, 충족도, 

전송매체, 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보안등급과 같

은 속성으로 구성한다.

정보 기술 | 情報技術 | 정책/제도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획득, 저장, 조정, 

관리, 이동, 통제, 전시, 연결, 교환, 전송, 수신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장비, 연결체계 또는 장비

의 하부체계를 말한다.

정보 기술 및 데이터 표준화 

| 情報技術 및 데이터 標準化 | 정책/제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소프

트웨어,하드웨어, 네트워크 등과 관련된 기술 및 

부대코드, 부대부호, 컴포넌트 등 각종 데이터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정보 기술 아키텍처 | 情報技術Architecture | 

정책/제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

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정보 보증 | 情報保證 | 정책/제도

Information Assurance

정보보호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수준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보호 | 情報保護 | 정책/제도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

리 및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시스템 | 情報體系 | 정책/제도

Information System

정보자료를 수집, 기록, 처리, 저장, 검색 및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어 제작·유지되는 

장치(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망)의 집합

체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 개발 | 情報體系開發 | 정책/제도

개발대상 업무의 처리절차 및 세부기능을 분석하

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정보체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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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을 작

성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보 시스템 운영 | 情報體系運營 | 정책/제도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정보시스템에 대해 유지보

수를 제외한 운영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

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

정보 융합 기술 | 情報融合技術 | 정책/제도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레이더, 영상, 전자전 정보 등 다양한 감지기로

부터 입력된 정보와 현재까지 보유한 기존 정보

를 상호 비교 분석 및 연관 분석 등을 통하여 종

합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을 말

한다.

정보 융합 체계 | 情報融合體系 | 무기체계

Intelligence Fusion System

다양한 감지기로부터 얻어진 다량의 데이터를 융

합기법을 이용하여 양질의 정보를 만들고, 이들 

서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황 및 위협평가를 

실시하여 지휘관의 결심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하는 체계이다.

정보융합체계는 크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

히 제공하기 위하여 적시적소에 감지기를 배치하

는 감지기관리, 각종 감지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들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건별, 시간별로 적

절히 연계 및 갱신시키는 데이터 연계과정, 중복

되어 수집되는 표적이나 사건들을 범주별로 분류

하고 분류된 데이터들을 결합하여 정보의 불확실

성과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이터 결합과정, 그리

고 결합된 데이터들로부터 표적의 이동과 의도를 

밝히는 데이터 추론과정, 상황위협평가를 실시하

여 지휘관 지휘결심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

공하는 지휘결심지원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정보 자원 | 情報資源 | 정책/제도

Information Resource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컴

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기술,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체계, 정보화 예산, 전문인

력을 말한다.

정보 체계 | 情報體系 | 정책/제도

Information System

모든 정보의 수집, 생산, 전파, 활용, 관리를 유기

적으로 연결, 통합하여 최적화하는 과학적 수단

(전산과 통신기술)과 조직, 절차, 시설의 통합체.

정보 통신 | 情報通信 | 정책/제도

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 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과 수단을 말한다.

정보 통신망 | 情報通信網 | 정책/제도

Network

넓은 뜻으로는 전기통신망 전체를 가리키며, 좁

은 뜻으로는 효율적인 정보전송을 위하여 컴퓨터

를 포함한 다수의 가입자 상호간의 통화로 및 신

호로를 구성하여 전송선을 공유하는 통화로 망을 

말한다. 정보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사용 회선방

식과 기능에 따라 크게 통신교환망과 방송통신망

으로 구별되며, 통신교환망에는 회선교환망, 메

시지교환망, 패킷교환망이 있다. 방송통신망에는 

패킷무선망, 위성통신망, 지역망으로 다시 나누

어진다. 또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

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

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

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정보 프로그램 | 情報Program | 사업/계약관리

Information Program

IMS(국제군사학생)가 미국, 미국의 사회적, 문

화적, 정치적 기관, 미국인 및 미국인의 생활방

식과 친숙하게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미 국

방부 정보프로그램이다. 나아가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기본원칙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국제군사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통신 표준 | 情報·通信標準 | 정책/제도

전기 통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신의 호환성, 연

동성,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전산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이식성, 호환성, 연동성, 안정성 



434

정보전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통합한 국

가 표준의 하나이다.

정보전 | 情報戰 | 행정공통

Information Warfare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포괄적이

고 전반적인 국가 총력전 차원의 개념으로서 군

사 및 비군사 분야의 정보 및 정보 체계의 영역

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

해 자국의 정보 및 정보 체계는 보호하고 상대국

의 정보 체계를 교란, 파괴시키기 위해 실시하

는 광범위한 제반 활동이다. ☞ IW(Information 

Warfare)

정보화 | 情報化 | 정책/제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 유

통과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

털화된 군사력 건설과 효율적 국방관리 및 운영

으로 전환하는 제반 활동 및 행위를 말한다.

정보화 사업 | 情報化事業 | 정책/제도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

시스템을 기획, 구축, 운영, 유지보수, 감리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정보화 환경 관리 임무 영역 아키텍처 

| 情報化環境管理任務領域 아키텍처 | 

정책/제도

통신망,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등 정책·자원관

리 업무와 전장관리 업무를 공통으로 지원하는 IT

기반 관련 업무영역에 대한 아키텍처를 말한다.

정부 계약의 종류 | 政府契約--種類 |

사업/계약관리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1. 총액 계약(總額契約)과 단가 계약(單價契約) : 

당해 계약의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

결하는 계약을 총액 계약이라 하고,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물 단위당 가격만을 약정

하고 계약 이행 후에 계약 대금은 미리 약정된 단

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계약을 단가 계약이라 

한다. 

2. 장기 계속 계약(長期繼續契約)과 일반(단년도)

계약(一般契約) : 계약의 기간 등에 따라 구분하

는 것으로 일반(단년도)계약은 당해 회계년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하에서의 통상적인 계약 방식이고, 

장기 계속 계약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수년 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되는 계약 방식임. 장기 계속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 금액 총액은 계약서에 부기

하는 것에 불과하고, 각 회계년도의 예산 범위 내

에서 계약하고 이행해야 하므로 순수한 장기 계

약의 의미와는 다르다. 

3. 공동 계약(共同契約)과 단독 계약(單獨契約) 

: 계약 상대자의 수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것으로 

계약 상대자가 1인인 경우를 단독 계약이라 하

고, 도급계약의 경우와 같이 계약 상대자 또는 수

급인 2인 이상인 경우를 공동 계약이라 한다. 

4. 확정 계약(確定契約)과 개산 계약(槪算

契約) : (Fixed Price Contracts and Cost 

Reimbursement Contracts) : 계약을 체결한 

때에 계약 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구분한 계약 

형태로서 확정 계약은 계약 금액을 확정시켜 계

약을 체결하는 계약 방법이고, 개산 계약은 개산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후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정부 관리 업체 주도 연구개발 

| 政府管理業體主導硏究開發 | 정책/제도

국방부 조정·통제 하에 소요군(또는 국과연)이 

업체 개발 계획 검토·개발 계약·시험평가·품

질 보증 관리·규격 검토 등을 수행하고, 개발 

계약에 의거 주 계약 업체에서 개발 계획 수립·

설계·시제품 제작·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규격 작성 등 기본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형태.

정부 규격 | 政府規格 | 정책/제도

정부규격은 법적 근거에 의해 행정기관에서 제정

한 기술문서로서 강제기준이거나 정부기관에 의

해 승인된 임의기준으로 제품, 공정관리, 생산방

법, 시공방법, 검사방법 등이 규정된 기준, 규격, 

지침, 기술규정 등을 말한다.

* 정부규격 예시

- 방사청 : 원자재, 수공구, 항공·선박부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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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 환경부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공정

시험방법 등

- 노동부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성능

검정 규정 등

- 조달청 : 강제이동식 서랍, 학생용 책상·걸상 

등 조달규격

- 소방청 : 소화기, 소방펌프, 방열복 등 소방관

련 기술기준

- 식약청 : 기구 및 용기, 식품 일반 시험법, 첨

가물 기준 등

정부 기업 | 政府企業 | 사업/계약관리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정부 및 업체 등록 부호 | 政府/業體登錄符號 | 

사업/계약관리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H4/H8계열의 목록집에서 수록된 품목의 설계 

통제기관,혹은 실질 제조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

여한 5자리 부호이다.

정부 산업체 간 자료 교환 프로그램 

| 政府産業體間 資料交換Program | 정책/제도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Program

미국의 정부 산업간 정보교류프로그램은 육,해,

공군 및 각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인 회

의에서 동일한 문제로 각자의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부터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상호 정보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

었다. GIDEP의 임무는 정부와 산업체 간에 연

구,개발,설계,시험,획득 및 군수지원 등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협력 프로그램

으로 획득,군수지원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

용을 절약하고 시스템 및 구성품의 품질과 신뢰

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정부 제공 물자 | 政府提供物資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Furnished Materiel

계약하에 인도될 완성품목에 부착되거나, 통합될 

또는 계약이행에 소모될 미 정부 재산, 제한적이

지는 않지만 원료 및 중간재, 수리부속, 구성품, 

결합체, 소도구 및 보급품 등을 포함한다.

정부 제공 장비 | 政府提供裝備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Furnished Equipment

미 정부에 의해 획득 또는 소유된 품목을 말한다.

정부 조달 | 政府調達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Procurement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

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 조달 협정 | 政府調達協定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세계 무역의 확대 및 자유화를 위해 외국업체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다자간 협정으로 가

입국은 미국, EU국가,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한국 등 38개국이다.

정부 주도 연구개발 | 政府主導硏究開發 |

정책/제도

국방부 조정·통제 하에 국과연(ADD)이 개발 계

획을 수립, 규격서 및 기술 자료를 작성하고 업

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며, 시험평가, 품

질 보증,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등 기본 업무

를 주관하여 개발하는 연구개발 주도 형태를 말

한다.

정부 출연 기관 | 政府出捐機關 | 정책/제도

Government Funded  an Agency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은 편의상 다

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연구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

원·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

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며, 비연구 출연

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근로복지공단 등 연

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출자기관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자해 

지분을 갖고 그 지분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을 말한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지분

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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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 기관

관광공사·한국전력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 | 政府出捐硏究機關 |

정책/제도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정부 통합 지식 관리 체계 

| 政府統合知識管理體系 | 정책/제도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

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통합 

지식관리 체계를 말한다.

정부 투자 | 政府投資 | 정책/제도

Government investment

정부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

정부 투자 연구개발 사업 

| 政府投資硏究開發事業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Investment R&D Enterprise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정부 품질 보증 | 政府品質保證 | 정책/제도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정부를 대표하여 계약업체의 품질보증활동 전반

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고 규정된 품질요구조건

과의 일치성을 보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부 항공 운송 의뢰 | 政府航空運送依賴 |

행정공통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공무원이 국외출장업무 시 국가기관의 예산으로 

항공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다. 

운송의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과 같다. 외국정부 등에서 항공권이 지정되어 송

부되어 온 경우, 자국적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

는 구간만을 여행하는 경우, 자국적 항공사에서 

항공편의 예약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정기 항

공노선의 경우 및 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

우, 국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귀국하는 경우, 

GTR제도를 이용하기가 곤란하여 안전행정부 장

관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경우, 운임을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여행자와 동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안전행정부 장관이 개별적으로 인정

한 경우이다.

정부 행정 지원 | 政府行政支援 | 행정공통

Government Administration Support

전시 또는 비상 사태 시 정부의 행정 기능을 정

상화시키기 위한 군의 제반 민사 지원 활동을 말

한다.

정부간 거래 | 政府間 去來 | 정책/제도

KOTRA가 구매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간 중개 | 政府間仲介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이 구매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업체

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간 판매 제도 | 政府間販賣制度 | 정책/제도

방 위 사 업 청  또 는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KOTRA)가 구매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업체의 

방산수출을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 | 整備 | 행정공통

Maintenance

계획된 작전 상의 제반 요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하거나 사용 가능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한 일련

의 활동을 말하며 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개조 

및 장비의 설치 업무와 이에 따르는 연구 및 실

천 업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비 활동에는 

일상의 근무, 고장 탐구, 손질, 재보급, 검사, 교

정, 조절, 수정, 제작, 재생, 부속 유용, 물자 상

태별 분류 등이 있다.

정비 가능성 | 整備可能性 | 사업/계약관리

Maintainability

정비가 규정된 절차와 자원을 사용하여, 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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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대충 장비

된 정비 및 수리수준으로 세부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인력에 의해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 상태로 

수리 또는 유지되는 품목의 능력을 말한다.

정비 개념 | 整備槪念 | 행정공통

Maintenance Concept

운용 소요를 지원함에 있어 규정된 조건으로 혹

은 규정된 준비도(Readiness) 수준으로 체계/장

비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광범위하고 계획된 

접근 방법을 식별하여 서술하는 항목으로, 설계 

및 기술 지원 목적으로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최초로 기술된다. 실용 개발 기간 동안 입력 자

료를 작성하는 수행 기관(Performing Activity)

에 의해 추가되며 정비 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시

함. 일반적으로 추정된 정비 업무, 계단 및 위치

에 관한 지침, 군/계약자 간의 정비 업무의 분배, 

상태 점검, 고장 분리 및 시험 방법, 기존 지원 

및 시험 장비와의 호환성 등을 포함함. 체계/장

비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거나 수

정할 수 있다. 

정비 계단 | 整備階段 | 행정공통

Category of Maintenance; Level of Maintenance

정비행위별 (검사, 교환, 재생 등)로 요구되는 기

술적 수준으로, 특정 장비나 구성품, 결합체, 부

분품을 정비함에 있어 정비 행위가 허용된 최저 

정비책임부대를 의미한다.

정비 계획 | 整備計劃 | 행정공통

Maintenance Plan

1. 한 부대의 정비장교가 작전 전에 작성하는 계획

을 말한다.

2. 부대예규에 의거하여 정비단계별 및 종목별로 

한 부대에 대하여 허용된 정비의 범위이다.

3. 계획예정표에 의거 단계별로 일정한 기간 내에 

주기적으로 일치하도록 사전에 제반 사항을 고려

하여 정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계획서이다.

정비 구분 | 整備區分 | 행정공통

Maintenance Categories

정비작업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능력과 시설

에 기초를 두고, 정비 및 수리체계 내에서 정비

의 종류를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정비는 군정비, 

외주정비, 해외정비, 군지원정비로 분류된다. 외

주정비는 군 정비불가 또는 정비능력 초과분을 

국내 민간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다. 해외

정비는 국내에서 정비할 수 없는 품목을 외국공

장에 의뢰,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군지원정비는 

정부단체 보유장비를 군에서 정비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정비계단

정비 기록 관리 제도 | 整備記錄管理制度 |

행정공통

The Army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정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대 배치에서 폐기까지 이력, 운용, 정비제원을 

기록유지하고 장비별 획득된 데이터를 종합, 분

석,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비 기준 | 整備基準 | 행정공통

Maintenance Criterion

정비 작업 수행에 앞서 실시되는 평가로서, 이것

은 가용성 판정 기준과 경제적 수리 한계 결정의 

두 가지에 의하여 판정된다. 첫째, 가용성 판정 

기준은 장비를 검사하여 사용 가능성 판정 기준표 

또는 정비 지침과 기술교범에 명시된 점검 사항에 

의하여 임무 수행 가능 및 불가능으로 구분한다. 

둘째, 경제적 수리 한계는 수리(재생)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대치되는 정비 가격을 고려하여 정비 

여부 및 폐기를 결정하는 한계를 말한다.

정비 단계 | 整備段階 | 행정공통

Echelons Of Maintenance

장비를 정비함에 있어 정비형태를 5단계로 구분

한 것으로 1계단 정비는 장비 사용자가 실시하

며, 2계단은 특별히 교육받은 사용부대 정비공에 

의하여 실시되며, 3계단은 특별히 교육받은 정비

요원에 의하여 사용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정비

부대에서 실시되고, 4계단은 지역 내의 하급정비 

계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비시설을 갖춘 부대에

서 실시하며, 5계단 정비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

요원에 의해 기지에서 실시하는 정비이다.

정비 대충 장비 | 整備代充裝備 | 행정공통

Maintenance Float

사용 불가능한 상태의 주요장비에 대하여 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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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설에서 적시성 있는 정비가 불가능할 때 정

비의 공백기간을 대충장비로 지원함으로써 즉각

적인 전투태세유지를 위해 운용되는 여유분의 무

기체계를 말하며, 경제적·효율적 군 운용을 위

하여 소요군의 정비정책 등을 고려하여 완성장비

에 대한 M/F 및 주요구성품에 대한 M/F로 구분

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정비 무경험 품목 | 整備無經驗品目 | 행정공통

수리 순환품(정비 순환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비 소요 발생 실적이 없는 품목을 말

한다.

정비 수집소 | 整備收集所 | 행정공통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장비 운용 지역이나 하급 제대 정비 시설에서 수

리할 수 없는 장비를 회수하여 정비하기 위해 상

급 정비 부대가 설치한 정비 및 수집 시설로서, 

전술적 상황과 지원 거리를 고려하여 피지원 제

대와 지원 제대 중간 지역에 설치·운용한다. 정

비 수집소는 장비 사용 부대가 운용하는 부대정

비 수집소와 야전 정비 지원 부대에서 운용하는 

야전 정비 수집소로 구분되며, 피해 및 고장 장

비의 회수, 진단 및 수리, 동류 전용, 후방 정비 

부대로의 후송 기능을 수행한다.

정비 시간 지침 | 整備時間指針 | 행정공통

전술 상황 하에서 지역별로 불가동 장비를 복구

시키는데 허용되는 표준 시간의 한계를 말한다. 

이 시간은 불가동 장비에 대한 상태 진단(피해 

평가)을 완료한 시점부터 복구 완료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전장 복귀나 후송에 따르는 준비 

시간, 이동 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 시

간 지침을 적용하는 목적은 전방 전투 지역에 정

비 대상 장비가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장 피

해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리 지침 및 수리 방법

을 결정하여 장비를 신속히 복구하는 데 있다.

정비 업무 분포도 | 整備業務分布圖 | 행정공통

Maintenance Task Distribution

수리가능 품목이 특정 정비계단에서 수리될 비율

(%)로 정비계단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정비 용역 | 整備用役 | 사업/계약관리

Repair Service

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에 의거 매수인의 요구사항

을 매도인이 수행하는 시험, 개량, 수리, 정비 등

의 업무를 말하며, 매수인의 기준, 요구사항 등

과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

정비 유지 | 整備維持 | 사업/계약관리

마손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즉, 자산의 영원한 

가치에 추가되거나 의도된 수명을 연장하는 것

이 아닌 단지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

하는 것

정비 인시 | 整備人時 | 행정공통

Maintenance Man Hours

정비공 한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

량을 표시하는 작업량의 측정 단위이다. 즉 정비

공의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비 

작업시 정비공의 기술 수준을 숙련공(1.00), 준

숙련공(0.75), 미숙련공(0.5)으로 분류하여 정비

할 수 있는 작업량을 표시하는 측정 단위로서 숙

련공 1명이 1시간 동안 실시하는 작업량을 1인시

라 한다. 예를 들면 숙련된 정비공 한 사람이 8시

간 작업을 완료하였다면 8인시가 된다.

☞ MMH(Maintenance Man Hours)

정비 인시수 | 整備人時數 | 사업/계약관리

Maintenance Man Hour

시스템이나 장비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및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

☞ MMH(Maintenance Man Hour)

정비 지시 | 整備指示 | 행정공통

Maintenance Instruction

장비 정비를 수행하는 각급 부대에서 정비 정책 

및 절차(규정 및 교범) 이행을 용이하도록 각 부

대별 특성에 맞는 정비 업무 세부 절차를 명문화

한 지시 문서를 말한다.

정비 지시서 | 整備指示書 | 행정공통

Maintenance Order

장비에 대한 점검(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장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양식을 말한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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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비 개소 및 수리부속 소요 파악, 정비 

의뢰, 기술 검사표, 작업 명령서로 사용. 장비 정

비 기록부에 월간 정비 내역 근거 자료가 되며, 

직교품 교환 시 사용하는 양식. 3군 상호 지원 및 

상호 운용성 보장을 위한 국방부 표준화 정책 회

의(2006년 4월 27일)에서 검사 및 작업 지시서

를 대체하여 표준화된 용어이다.

정비 지원 | 整備支援 | 행정공통

Maintenance Support

장비 및 물자를 지원군 책임 하에 항상 사용 가

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것을 가

능한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자군 및 타군을 공

통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정비 표준화 및 평가 절차 

| 整備標準化--評價節次 | 행정공통

Maintenance Standardization And Evaluation 

Program

개발이 필요한 단일 정비 절차를 향상시켜 부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의 숙련도

와 장비 상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의 평가와 장비의 작동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이

다. ☞ MSAEP(Maintenance Standardization 

And Evaluation Program)

정비 할당 | 整備割當 | 행정공통

Maintenance Allocation

각 정비계단으로 정비업무를 나누는 행위이다. 

RCM 분석결과를 기입하며 RCM 논리를 적용한 

결과로서,고장유형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정비사항을 구성하여 기입한다.

정비 할당표 | 整備割當表 | 행정공통

Maintenance Allocation Chart

정비작업(검사, 수리, 재생 및 교환)에 대한 단계

별 사용공구 및 장비정비시간을 장비별로 작성하

여 기술교범의 부록으로 수록된 것을 말한다.

정비 환경 | 整備環境 | 행정공통

자연적, 인공적 또는 자체 유발에 의거 어떤 품

목의 형상, 성능, 신뢰도 및 생존성과 정비 지원

에 관련된 모든 요소에 영향을 주는 외적 및 내

적 요건들을 말한다.

정비 활동 부호 | 整備活動符號 | 행정공통

Maintenance Action Code

최대 허용 운용 시간(MAOT : Maximum 

Allowable Operating Time)까지 운용 후 취하

여야 할 활동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 MAC(Maintenance Action Code)

정비간 평균 시간 | 整備間平均時間 | 행정공통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정비 정책에 고려되는 신뢰성 특성치의 하나로 

주어진 시간까지의 시스템 수명 단위 총 수를 품

목의 총 정비(예방 및 보수 정비) 횟수로 나눈 값

이다. ☞ MTBM(Mean Time Between Main-

tenance), 평균 정비간 시간(平均整備間時間)

정비도 | 整備度 | 행정공통

Maintainability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체계가 요구된 상태로 복구될 수 

있는 확률로서 정비의 용이성, 즉 정비업무량과 

관계되는 요소이다.

정비도 예측 | 整備渡豫測 | 행정공통

Maintainability Prediction

장비의 신뢰도 향상과 정비·보급 지원 정책을 수

립하는 기초가 되므로 장비 개발 초기에서부터 지

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비도 예측 방법은 

MIL-HDBK-472에 나와 있다. 정비도 예측 절

차는 1단계(시스템 정의), 2단계(운영 조건의 설

정), 3단계(정비 개념의 설정), 4단계(시스템의 기

능 수준 선도(diagram)의 작성), 5단계(정비 임무

가 유효한 기능 수준의 결정), 6단계(수학적 모델 

설정), 7단계(고장률 자료 및 정비 자료의 수집), 

8단계(시스템 정비도 계산) 순으로 수행된다.

정비도 할당 | 整備渡割當 | 행정공통

Maintainability Allocation

시스템 정비 소요를 하위 단계의 설계 기준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비된 물품 | 整備된 物品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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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ed Item(s)

매도인이 요정비 물품에 대한 정비용역을 완료한 

물품으로서, 본래의 성능과 규격을 회복한 물품

을 말한다.

정비된 물품의 인도 | 整備된 物品의 引渡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of Repaired Item(s)

계약서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구매주문서에 명시된 인도조건과 일정에 의거한 

정비된 물품의 인도를 의미한다.

정비성(도) | 整備性(度) | 사업/계약관리

Maintainability

정해진 정비수준에서 특정 기술수준을 가진 사람

이 정해진 절차와 자원을 사용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품목이 정해진 상태로 회복 또는 

복구되는 능력(확률)을 말한다.

정비함 | 整備艦 | 무기체계

Repair Ship

함정의 전투력 발휘와 수명 보장을 위한 검사, 

시험, 수리, 개조 및 개량, 제작을 통하여 군수품

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및 무장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함

정이다.

정산 원가 | 精算原價 | 사업/계약관리

개산계약 체결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결정을 위하

여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실제 발생된 원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당초의 개산원가를 수정한 

원가를 말한다.

정산 원가 심사 | 精算原價審査 | 사업/계약관리

개산계약 체결 후 산정된 원가에 대해 관련법규

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원가산정 과정의 타

당성 등을 심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산 자금 계정서 | 精算資金計定書 | 

사업/계약관리

Holding Account

특정 오퍼 케이스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용 용

도가 결정되지 않은 자금 혹은 케이스 종결로 발

생한 잔액에 대한 예입과 인출 그리고 케이스별 

자금 전환 실적 등을 계정하여 미 안보 지원 회

계 본부가 매 분기마다 발행하는 회계 계정 문서

를 말한다.

정산 확정 수정 계약 | 定算確定修正契約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 계약시 원가확정이 곤란하여 개산계약

으로 체결된 것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완료 후

에 원가를 확정하여 계약금액을 수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상 도착 가격 | 正常到着價格 | 사업/계약관리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조건) 가격으로

서 선적항의 본선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

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

격을 말한다.

정상 사업 | 正常事業 | 사업/계약관리

전년도 중기계획에 기(旣)반영된 사업으로서 전

력화 시기 및 물량 변동이 없는 사업을 말한다.

정상적 감손 | 正常的 減損 | 사업/계약관리

Normal Attrition

능률적인 작업조건하에서 발생되는 감손으로 대

체로 제품생산시에 수반되는 감손을 말한다.

정성 분석 | 定性分析 | 행정공통

Qualitative Analysis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인자(원자, 분자, 이온)들

은 각기 특유의 물질적 성질 및 화학 반응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물

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구성 인자를 화학 기

기, 광학기기, 화학 분석을 통하여 찾아내는 것

을 정성 분석이라 한다.

정수표 | 定數表 | 무기체계

Allowance List

함정에 적재되어 있는 장비 목록과 정비 지원을 

위해 제반 참고 자료와 함정 자체 수리에 필요한 

수리부속, 비품 및 공구정 수가 수록된 목록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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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규격서 | 定式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Formality Specification

규정된 형식과 완전한 내용을 구비하여 계속적으

로 통용하고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규격서

로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적부검토를 

필한 규격서를 말한다. ☞ 규격서

정식 선하 증권 | 正式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Long Form BL

선하 증권의 앞과 뒷면에 선적 내용과 약관을 모

두 갖춘 선하 증권으로 대부분의 선하 증권이 해

당된다.

정식 재고 번호 | 正式在庫番號 | 사업/계약관리

3자리로 구성되어 나토 목록 체계 표준화 협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부여한 번호로서, 정식 목록화 

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생성된 품목 

관리 번호이다.

정전 도장 | 靜電塗裝 | 사업/계약관리

Electrostatic Coating

대기는 전기적으로 절연체이나 항상 방사능 물질

과 자외선에 의해 조금이 나마 전리되고 있으므

로 전자와 이온이 존재하게 되어 여기에 따라 대

전 입자가 대기 중에 지배되어 이동도 가능하며 

약간 도체성을 갖게 된다. 대기 중에 2개의 도체

성을 적당한 간격을 가지고 전극으로서 대면하

여 2개의 고압을 크게 하면 대기 가스가 이온화 

되어 ＋, - 이온으로 나뉘어져 그 극과 다른 이

온은 곧 방전하여 그 전극에 끌려 들어가고 같은 

이온은 반발하여 다른 극으로 향하여 전기력선을 

따라 이행한다.  그러한 현상에 도료입자를 부유

시키면 이온에 의해 대전되어 피도물에 부착한

다. (단, 코로라 방전에서는 직류가 사용된다) 일

반적으로 정전 도장에서는 70 ~ 90kv의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전기 방전 부호 | 靜電氣妨電符號 | 정책/제도

보급품에 정전기 방전 또는 전자기 방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부호이다.

정책 | 政策 | 정책/제도

Policy

부여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규제하는 

모든 원리적 기준 또는 결정된 어떤 목적을 달성

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일반적 지표를 말한다.

정책 기획 | 政策企劃 | 정책/제도

Policy Planning

행정 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의 

목표 설정과 관련된 기획을 말한다. 밀레(John 

D. Millett)는 조직의 계층에 따라 정책 기획과 

운영 기획(Operative Planning)으로 나누면서, 

정책 기획은 행정조직의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

지는 정책적 차원의 기획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

가 내포된다고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스탈링(G. 

Starling)은 정책 기획을 거시적인 목표와 목표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

에 반해 운영 기획은 정책 기획에서 설정된 목표

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의 중간 계층 

이하에서 작성하는 관리 차원의 기획을 말한다.

정책 연구 | 政策硏究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

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

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증진연구사업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

인 설문조사 등

정책 연구 과제 | 政策硏究課題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를 요할 만한 과제를 

말한다.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 | 政策硏究管理體系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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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비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

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의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정책 연구비 | 政策硏究費 | 정책/제도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

록 방위사업청 예산에 계상된 연구비를 말한다.

정책 회의 | 政策會議 | 정책/제도

General Council

1.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심을 보좌하는 기구로

서 국방 중기계획서(안) 등 기타 필요 사항을 심

의 의결하는 회의이다.

2. 각군 참모 총장의 정책 결심을 보좌하는 최고 

자문 기구로서 각 군의 장기·중기·단기 기획 

및 계획과 주요 군사력 건설 및 운용, 군의 기본 

운용 방침, 율곡 사업 계획 및 예산과 교육 훈련 

목표, 방침 제도의 발전에 대한 안건을 최종 심의

를 통해 확정하기 위하여 참모 차장을 위원장으

로 하고 정책 기획 실장, 일반 참모 부장 및 비서 

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각군 본부 심의 회의이다.

정확도 | 正確度 | 행정공통

Accuracy Of Fire / Fidelity

1. 모델 또는 시뮬레이션 내의 파라미터, 변수 혹

은 각각 그들의 집합이 현실, 관련 표준, 또는 레

프랜트와 일치하는 정도이다.

2. 측정 값과 참 값 사이의 근접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측정 값(혹은 측정계기)으로 동일 

피 측정물을 무한히 측정할 때 이 측정치의 평균

이 피 측정물의 참값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 하

는 측도. 이 평균과 참값 사이의 차를 계통 오차

(Systematic Error), 편의(Bias), 혹은 부정확도

(Inaccuracy)라 한다. 일반적으로 정확도는 교정

에 의해 이 오차를 줄임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제 비율 | 諸比率 | 사업/계약관리

일반물자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간접노무비율, 배

부경비율, 일반 관리비율을 말하며, 방산물자 원

가계산에 있어서는 간접노무비율, 수출보전간접

노무비율, 간접경비율, 계약위험보상율, 수출보

전일반관리비율, 이윤율(투하자본보상율, 계약수

행노력보상율, 계약위험보상율, 경영노력보상율)

을 말한다.

제3자 단가계약 | 第三者單價契約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하는, 신속한 공

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

약에 관해 미리 단가를 정해 공고하고 각 수요기

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제3자 선하증권 | 第三者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Third Party BL

물품이 제 3자에게 전매되는 과정에서 신용장 발

행 의뢰인이 수익자의 성명을 제 3자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다.

제기 부서 | 提起部署 | 정책/제도

Filing Department

연구과제를 제기하는, 방위사업청 내 과·팀을 

말한다.

제도 | 制度 | 행정공통

Institution / System

사회의 성원(成員)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영

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規範)이나 가치 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

계를 말한다.

제세 공과금 | 諸稅公課金 | 사업/계약관리

Public Charge And Tax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

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일체

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

는 각종 부담금이다.

제안 요구서 | 提案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Request for Proposal

☞ 제안 요청서

제안 요청서 | 提案要請書 | 사업/계약관리

Request For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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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간접비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 연

구개발을 위한 주관업체, 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

련 업체, 기관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안서 | 提案書 | 사업/계약관리

Proposal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

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

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 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안서 평가 | 提案書評價 | 사업/계약관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

찰공고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각각

의 평가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능

력평가와 별도의 구성원에 의해 비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서 평가 기준 | 提案書評價基準 |

사업/계약관리

Proposal Evaluation Standard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근거하여, 크게 

기술능력 평가와 비용 평가분야로 분류한다. 무

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연구개발을 위한 업체의 개발계획과 개발관리계

획, 그리고 개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비용 평가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업체

가 제안하는 연구개발비용을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제안서 평가 위원 | 提案書評價委員 |

사업/계약관리

Proposal Evaluation Staff

업체 선정, 기종결정 등을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

도록 위임된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다.

1.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방위력개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대학의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5.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6.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구원 등 연구원으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

제어 시스템 | 制御system | 행정공통

Control System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특정의 작업이나 공정을 

감시, 제어하여 목표하는 결과나 값을 얻는 시스

템으로 기본 형태에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와 피드백(feedback) 두 가지가 있다. 제어 시스

템은 전기적·기계적 방법, 유압 등 이들의 단일 

또는 복합된 방법으로 작동하고, 건물의 온도 및 

습도 조절 등 실제로는 모든 면이 제어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제작 공정 확인 | 製作工程確認 | 행정공통

시험 장비, 특수 공구 제작간 장비를 사용할 정

비 실무자 및 관련 요원이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

하고 그 결과를 차후 공정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

이다. 주요 확인사항은 설계 준수 및 군 요구 사

항 충족, 사용자 편의성/안전성 고려, 시험 장비 

개발을 위한 군 조치(지원)사항, 업체 대여 군수

품 관리 상태(장비 개발을 위해 군수품을 대여한 

경우)이다.

제작자 증명서 | 製作者證明書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er’s Certificate

해당 품목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당 국가 현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제조 간접비 | 製造間接費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ing Overhead

제조 간접비란 전체의 제품 또는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 즉 특정 제품

과 공정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 경비이며, 이

에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외에 조세, 보

험료, 감가 상각비, 동력비, 광열비, 수선비, 사

무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된다. 제품 원가에 대하

여 제조 간접비는 직접 제조 부문의 간접비, 보

조 부문의 비용, 공정 관리 부문의 비용 등이다. 

제품 원가에 배부되는 기준은 직접 노무비, 직접 

작업 시간, 기계 시간, 생산량, 직접 재료비, 직

접 재료 소비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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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성숙도

제조 성숙도 | 製造成熟度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개념적인 제조성숙도를 정량적인 수준으로 표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MRL 1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제조상의 문

제점 파악

2. MRL 2 : 제조개념 식별 및 실현가능성 분석

3. MRL 3 : 분석적 방법 또는 실험실 환경에서 

검증을 통한 제조개념의 입증

4. MRL 4 : 실험실 환경에서 기술의 생산 능력 

구비

5. MRL 5 : 생산 유사환경에서 구성품 시제 생

산 능력 구비

6. MRL 6 : 생산 유사환경에서 체계 및 부체계

의 생산능력 구비

7. MRL 7 : 생산 대표환경에서 체계, 부체계, 구

성품의 생산능력 구비

8. MRL 8 : 초도생산을 위한 생산능력 구비

9. MRL 9 : 초도양산능력 검증 및 후속양산 능

력 구비

10. MRL 10 : 후속양산능력 검증 및 지속적 개선

제조 성숙도 수준 | 制條成熟度水準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기술 성숙도, 설계 성숙도, 예산 가용성, 하부공

급원 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제조 

프로그램 관리 드응로 구성되어 있으며 1∼10 레

벨까지 정의될 수 있다.

제조 성숙도 평가 | 製造成熟度評價 |

사업/계약관리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연구개발단계에서 미성숙된 제조성으로 인한 사

업상의 일정지연, 비용상승, 품질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획득 단계 전환 시 제조성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제조 원가 | 製造原價 | 사업/계약관리

Production Costs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

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관급재료비(官給材料費)는 제외한다.

제조 허가 | 製造許可 | 정책/제도

License for Industrial Fabrication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해 미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관청의 

장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받는 허가를 말한다.

제조국 구분 부호 | 製造國區分符號 | 정책/제도

해당 품목의 최초 제조국 또는 제조구분을 나타

내는 부호이다.

제초제 | 除草劑 | 전력지원체계

Herbicide

1970년대의 산업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감소에 

의하여 잡초방제를 위해 제초제의 사용이 증가

하고 있다. 1940년 초 이사디(2,4-D)와 MCPA

가 제초제로 개발되면서 많은 제초제가 사용되었

다. 적용범위에 따라 살포된 지역의 모든 식물을 

죽이는 비선택성 제초제와 특정식물종만 살상시

켜서 작물재배 중 잡초를 방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로 나누어진다.

제품 기준 | 製品基準 | 행정공통

Product Baseline

최초로 승인된 제품 형상 식별서에 포함된 특성

이며, 시스템 요소에 속하는 세부 형상 품목마다 

상세 설계한 것으로 규격서, 도면 관련 목록, 소

프트웨어 등으로 기술된 상세 설계 기준이다.

제품 사후 관리 | 製品事後管理 | 정책/제도

인증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지속적으로 적

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제품 순량 | 製品純量 | 사업/계약관리

정미량, 순중량, 부품순량과 같은 의미로 재료를 

투입하여 제품 또는 부품을 가공하였을 때 투입

한 재료가 제품 또는 부품에 구성된 순수한 양을 

말한다.

제품 심사 | 製品審査 | 정책/제도

구매국 등에서 사용하는 규격·조건 이상으로 성

질·용도 등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검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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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원가 계산 | 製品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Product Cost Accounting

제품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

량과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료

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을 집계하여 이를 생

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계산처리의 순서에 

따라, 원가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

산의 각 단계로 나누어지며, 생산과정이 연속생

산인가 개별생산인가에 따라 종합원가계산과 개

별원가계산으로 나누어진다.

제품 정보 관리 | 製品情報管理 | 사업/계약관리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의 기획에서 설계·제조·인증 및 마케팅 등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모든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관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이다.

☞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 형상 정보 | 製品形象情報 | 사업/계약관리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제품 디자인, 실현, 검증,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

제품 확인 감사 | 製品確認檢査 | 정책/제도

제품생산 중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검사(inspection), 

시험(test), 검토(review), 검증(verification) 및 

입회 확인(witness)등의 수단이 있다.

제품·절차 통합 개발 관리 

| 製品·節次統合開發管理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velopment

미 국방부에서 1995년 부터 적용하고 있는 제품 

개발 기법. 통합 제품 팀(Integrated Products 

Team)을 구성하여 하나의 체계를 개발, 설계, 

시험평가, 양산, 전력화 및 이를 사업관리하기 위

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적인 분야를 통합적으

로 진행하는 체계 획득 수단. 시스템 공학과 동시 

공학을 통합하여 제품 개발 외에 개발 전과정에 

확대 적용한 개발 관리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제한 경쟁 계약 | 制限競爭契約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By Limited Competition

일반 경쟁 계약의 유형이며, 국가가 계약을 체

결함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

한하여 그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경쟁 입찰에 

부쳐서 그 중 국가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경쟁 참

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수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품목을 말한다.

제한 장비 | 制限裝備 | 행정공통

표준 장비로서는 부적합하나 사용 목적상 군사 

요구도가 우수하며 표준 장비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도태 또는 폐기예정 장비로서 완성 장비

의 조달은 불가하나 부분품은 현 보유 장비의 유

지를 위해서만 조달 가능한 장비이다.

제한 표준 품목 | 制限標準品目 | 행정공통

Limited Standard Item

표준품목과 병행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으

나, 새로운 표준품목으로 대체될 품목을 말한다. 

제한표준품목으로 지정된 장비는 조달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수리부속 부분품은 현 보유량을 유지

하기 위한 소요만을 조달할 수 있다. 제한표준품

목은 제한표준장비 및 결합체, 부품 및 물자를 

포함한다. ☞ 표준품목

제한된 권리 | 制限된 權利 | 사업/계약관리

Limited Rights

정부 바깥으로 공개, 제조를 위해 정부에 의해 

사용, 제한된 환경하에서 정부외의 다른 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제공하

는 당사자의 문서상 승인으로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술자료를 

사용, 복사,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기 경보 레이더 | 早期警報radar | 무기체계

Early Warning Radar

아군 지역에 접근하는 적 항공기, 유도무기 등 

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를 말

한다. ☞ EWR(Early Warning Radar)

조기 집행 | 早期執行 | 사업/계약관리

Early Execution

예산이 전년도 정기국회에서 확정(12월 2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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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

수확보 등을 감안하여 한 해 동안의 재정집행계

획을 작성하게 된다. 조기 집행이란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

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GDP 성장률을 끌어올

리는 효과를 갖는 정책을 말한다.

조기 추진 사업 | 早期推進事業 | 정책/제도

중기계획 대상 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목

표량이나 재원이 1년이상 앞당겨 계획이 조정되

는 사업이다.

조달 | 調達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경제주체의 활동에 적정한 장비, 물자, 시설 또

는 용역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필요한 수량을 

획득 공급함으로써 경제주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이 민간분야의 구매와 차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의 경

우 일정한 반대급부, 즉 대가가 수반되는데 대하

여 조달의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구매에 있어서는 그 대가가 

주로 화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

지는 유가물인데 대하여 조달에 있어서는 그 대

가가 반드시 화폐 또는 유가물이 아니다. 셋째, 

구매가 일정한 시기에 필요로 하는 지정된 물자

를 반드시 자기이외의 타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

는 교환경제적 행위임에 대하여 조달은 지정된 

물자를 자기 이외의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획득하

는 외에 자체생산 활동에 의해서도 획득하는 것

이므로 교환 경제적 행위와 원시획득 경제적 행

위의 양자를 겸한다. 마지막으로 구매의 대상은 

물자의 용역에 국한되나 조달의 대상은 물자용역 

뿐만 아니라 자금까지도 포함된다. ☞ 구매

조달 계약 담당관 | 調達契約擔當官 |

사업/계약관리

Procuring Contracting Officer

정부를 대신하여 세부적인 입찰이나 협상에 의해 

보급품 및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

이 부여된 개인으로 그런 계약하의 전반적인 조

달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CO(Procuring Contracting Officer)

조달 계획 | 調達計劃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Plan

가장 유리한 조달을 실시하기 위한 각종 조달 요

인에 관한 기본 계획이다. 여기에서 조달 요인이

란 조달 예산, 조달 품목, 품질, 수량, 시기, 가

격, 조달원 및 조달 방법 등 제반 조달 조건을 말

하는데 이와 같은 조달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계

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견지에서 연구·검토 되어야 한다.

조달 관리 정보 체계 | 調達管理情報體系 |

정책/제도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조달 집행의 모든 업무(조달 계획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11개의 업무)를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

용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체계로 구축하여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정보 시스템이며, 조달 관리 정보 체계의 구성 

내용은 방위사업청 기본 업무인 계획/예산, 국내 

조달, 국외조달(상업/FMS), 시설 공사, 원가, 목

록, 규격 업무 등 11개의 기본 시스템과 자체 개

발한 행정 지원 시스템, 수요군 및 조달 업체와 

유통되는 조달 관련 문서를 전자 문서로 교환하

는 EDI체계, 또한 수요군에 필요한 조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대군 지원 정보(101종)체계

로 구성되어 있다. 일명 방산 관리 정보 체계라 

한다. 현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로 재구축되

어 사용하지 않는 체계이다.

조달 물자 | 調達物資 | 사업/계약관리

Supply Goods

수요물자와 비축물자(備蓄物資)를 말한다.

조달 소요 | 調達所要 | 행정공통

Procurement Requirement

평시 확보 목표에서 예측 자산을 감한 수량이다. 

군이 평시 확보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는 이 

수량을 조달해야 하나 예산 제약 및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조달을 보류할 수도 있다. 만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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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자산이 평시 확보 목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잔

여 초과량을 경제적 보유 여부를 고려해서 처분

을 결정해야 한다.

조달 소요 시간(리드 타임) 

| 調達所要時間(Lead Time)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Lead Time

조달행위의 시작과 그런 행위의 결과로 구매된 

생산모델의 보급시스템을 통해 수령되는 사이의 

간격(몇 달)을 말한다. Procurement Leadtime

은 생산리드타임(Production Lead Time)과 행

정리드타입(Administrative Lead Time) 2가지

로 구성된다.

조달 업체 | 調達業體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supplier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거래를 하기 

위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조달 예비 판단 | 調達判斷 | 사업/계약관리

군수품의 효율적인 조달을 위하여 조달계획 확정 

이전에 조달가능성, 조달원, 조달기간 등을 사전

에 확인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조달/부대조달, 국내조달/국외조달 등 조달

집행 기관과 방법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 요구 | 調達要求 | 사업/계약관리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전력운영비와 방사청

(통합사업관리팀)의 방위력개선사업비로 집행되

는 장비, 물자 등의 군수품을 조달함에 있어서 

부품정보(재고번호/품명), 적용규격 및 사양, 예

산, 납기/납지, 계약조건 등의 조달요건을 구비

하여 일정한 서식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청(계약관

리본부)으로 계약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달 주기 | 調達週期 | 사업/계약관리

Contract Cycle / Procurement Cycle

보급품의 일정 보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

약과 계약 사이의 일정한 주기를 의미한다. 대분

배계통에서 계약 주기는 보급 수준으로 보급품의 

청구와 청구 사이에 보급 운용을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 보급 일수 또는 보급품의 수량을 말한

다. ☞ PC(Procurement Cycle), 계약 주기(契

約週期)

조달 지시 | 調達指示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Directive

상급 기관(국방부, 각군 본부)에서 하달하는 문

서로서 군 보급을 위하여 품목의 구매를 지시하

는 문서이다. 또한 소요 기관으로부터 요청된 기

본 운용 계획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소요 물

자, 장비 및 용역의 조달 계획서이다.

조달 판단 | 調達判斷 | 사업/계약관리

Estimate Of Procurement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조달요구품목의 구매추

진에 필요한 사전판단 절차로서 계약방법, 조달

원, 예산 등을 확인 검토 및 결정하는 일련의 과

정을 말한다.

조달 행정 | 調達行政 | 사업/계약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수행하는 예산 지

출행위를 말한다.

조달원 | 調達源 | 사업/계약관리

Source Of Supply

군수품에 대한 대내외 조달의 원천을 말하는 것

으로 조달 대상 지역이나 공급 업자를 뜻한다. 

군수 조달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을 다

수 확보한다는 것은 적합한 품질의 군수품을 서

비스 조건으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적정 가격

으로 납품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조립 생산 | 組立生産 | 정책/제도

Assembly Product

국외업체와 기술협력생산의 한 형태로서 부품이

나 구성품을 도입하여 이를 국내 기술진이 조립

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조립하는 구성품단

위에 따라 완전 조립생산·부분 조립 생산 등으

로 구분한다.

조립 수준 부호 | 組立水準符號 | 사업/계약관리

Indenture Code

체계에 대하여는 ‘A’, 체계구성품은 ‘B’, 조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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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폐기율

는 ‘C’, 하부조립체는 ‘D’와 같이 체계 혹은 완제

품, 구성품,조립체 및 하부조립체에 대하여 하향

식 조립계통도 상의 각 품목 간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조립 폐기율 | 組立廢棄率 | 사업/계약관리

Assembly Mortality Rate

기본 폐기율과 분해 폐기율에 따라서 결정되어지

는 구성품이나 완제품의 재생에 소요되는 수리부

속 비율이다. AMR = ((분해 폐기율-기본 폐기

율)/(1-기본 폐기율))X100(%)

☞ AMR(Assembly Mortality Rate)

조병창 | 造兵廠 | 행정공통

Arsenal

무기, 탄약을 제조 수선하며 저장, 보급하는 건

물 혹은 장소를 말한다.

조성 | 造成 | 사업/계약관리

Composition

이 용어는 각 제품의 화학적인 조성 성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제품을 분류하는데 사용되고 

통상적인 분류에 따라 나타낸다.

조약 | 條約 | 정책/제도

Treaty

1. 국제법의 주체, 즉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명

시적 합의로서 조약체계 중 최고 형태이며 격식

을 따지는 정식문서이다. 당사국간 정치·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실질적 합의를 기록하는

데 사용한다. ☞ 협정, 협약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권리·의무를 창출하는 국가 간의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조정 계수 | 調整係數 | 행정공통

Adjustment Factor

기존 고장률로부터 대상이 되는 사용 조건에 있

어서 고장률 예측, 산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

수를 말한다.

조정 사업 | 調整事業 | 정책/제도

중기계획 대상 기간(F+2∼F+6년) 내에 시기나 

물량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시기 조정 사업(조기 

추진 사업, 순연 사업), 물량 조정 사업, 시기/물

량 동시 조정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응신 부호 | 調定應申符號 | 사업/계약관리

Adjustment Reply Code

FMS 구매국에 대한 하자 응신 조치 부호로서 시

행부서(Implementing Agency)가 조정 응신 부

호(ARC)를 DFAS로 전송한다.

조직 | 組織 | 행정공통

Orzanization

국방 행정을 위하여 적정한 기구를 설정하고, 기

능을 배분하며 정원을 책정하여 부대 또는 기관

을 설치하거나 체계적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조직 분할구조 | 組織分割構造 | 사업/계약관리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작업수행을 위한 기능중심의 계층적 구조를 말

한다.

조직 성숙도 평가모델 | 組織成熟度評價model | 

행정공통

Capability Maturity Model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위

험을 줄이기 위하여 입찰자의 능력에 대한 일괄

적 심사를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조합 페인트 | 調合paint | 사업/계약관리

Ready Mixed Paint

페인트는 착색안료, 체질안료와 건성유, 알키드 

수지 바니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그대로 바로 사

용할 수 있게 배합한 것으로서 용해할 필요 없이 

용도에 적합하도록 완성품으로서 제조되어 있는 

도료이다. 조합페인트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유성페인트의 거의 전부가 조합페

인트이다.

졸업 | 卒業 | 정책/제도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또는 협

약기간이 만료되어 입주기업이 벤처센터에서 퇴

소하거나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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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군수지원 관리 정보체계 

종 | 種 | 행정공통

Class

제품 형태 분류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않는 특성

치의 부가적인 분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품 품

질이나 등급의 차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특정

하고도 동등하게 중요한 용도에 적용된다. 이 용

어는 일반적으로 1종(Class 1) 또는 2종(Class 

2)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종결 케이스 | 終決case | 사업/계약관리

Closed Case

모든 물자가 인도되었고, 모든 용역이 완료되었

으며, 모든 재무거래가 종결되었고, 고객이 최종 

회계상태보고서를 받은 FMS 케이스. 만일 추후

에 추가비용이 확인되면 FMS 케이스는 다시 열

릴 수 있다. 

종합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 

| 綜合價格情報database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와 장비의 가격 정보를 검색할 수 있

는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미국 조

달 전문 가격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FED-LOG, 

HAYSTACK 등이 있으며, 운영유지 자료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미해군의 VAMOSC 등이 있다.

종합 계약 | 綜合契約 | 사업/계약관리

동일 장소에서 다른 정부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

약이다.

종합 낙찰제 | 綜合落札制 | 사업/계약관리

기재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계약(종합 낙찰제 대상 품목 및 평가 기준)에 있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 가격 외

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종합 낙찰제라 한다.

종합 분석 | 綜合分析 | 정책/제도

Comprehensive Analysis

소요 제기 부서에서 제출되는 사전 분석서와 전

문 부서에서 통보되는 내용을 토대로 문서 종합 

부서에서 총괄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분석으로서 

사업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종합 원가 계산 | 綜合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Process Costing

일정 기간에 생산된 동종 제품의 전체에 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으로서 기간 원가 계산이라고

도 한다.

종합군수지원 | 綜合軍需支援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사업수명기간 동안 시스템의 효과적이고 경제적

인 지원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지원 고려요소의 

총체로서 정비기획, 보급지원, 기술자료, 시설, 

인력, 교육 및 훈련지원, 지원장비, 전산자원지

원, 포장, 물자취급, 저장 및 수송, 설계연동 등

이 포함된다.

종합군수지원 계획서 | 綜合軍需支援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Logistics Support-Plan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문서로서 종합군수지원요소, 획득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업무, 주관 및 관련부서별 

임무, 그리고 임무달성을 위한 세부일정계획과 

예산, 시험평가 및 군수지원분석 계획 등이 포함

된다. 최근에는 총수명주기 체계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 개념 

적용에 따라 수명주기 지속계획서(LCSP, Life 

Cycle Sustainment Plan)로 대체 적용하고 있

는 추세이다.

종합군수지원 관리 정보체계 

| 綜合軍需支援管理情報體系 | 사업/계약관리

Logis t ics  Suppor t  Analys i 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무기체계 요구성능 유지 및 경제적인 군수 지원 

보장을 위하여 무기체계소요 제기시부터 폐기시

까지 종합군수지원(ILS) 관리 요소를 개발, 획

득,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화 체계로

서 ILS 전산화를 말한다. ☞ LSAMIS(Logistics 

Support Analys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450

종합군수지원 실무 조정회의

종합군수지원 실무 조정회의 

| 綜合軍需支援實務調整會議 | 사업/계약관리

ILS Management Team

종합군수지원 업무수행 기관이 장비 획득업무 수

행 중에 종합군수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

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성·운영하는 회의이다.

종합군수지원 요소 | 綜合軍需支援要素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용 보장을 위

한 개발·획득·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군수지원요소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설계반영 : 종합군수지원 소요의 탐

색연구, 경험제원 수집, 유사 무기체계 자료연구 

등 연구활동을 통하여 무기체계의 소요기획·연

구개발·시험평가·전력화평가 후 야전배치에 

이르기까지 종합군수지원 전 과정에 걸쳐 군수지

원요소 및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반

영 시에는 고장진단 및 정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간공학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설계하며, 가능한 

표준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키트(Kit)단

위 보급 등 보급지원이 용이하도록 한다.

2. 표준화 및 호환성 : 장비 및 물자의 개발 또는 

획득 시에 소요되는 재질·구성품·소모품 등이 

배치운용 중인 장비와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지원

소요를 단순화한다.

3. 정비계획 : 정비지원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원요소를 개발하여 분석하고, 획득

과정을 통하여 계속 개선되도록 하며, 정비개념 

설정과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 창정비요소 개

발, 정비지원시설 소요 및 정비할당표, 정비기술

요원 소요 및 수준, 정비대충장비 소요 및 지원

책임,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지원의 수행방법 등

을 포함한다.

4. 지원장비 : 무기체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장비는 호환성을 유지시켜 현용 지원장비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며, 지원장비에

는 시험측정 및 검·교정장비, 물자취급장비, 보

조장비 및 물자, 유류 및 탄약지원 장비, 근접 정

비지원용 장비등을 포함한다.

5. 보급지원 :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량, 규정휴

대량목록 및 인가저장목록 설정, 정비용 공구, 

유류 및 탄약 소요, 보급저장수준 설정 등 초도

보급 소요와 운영유지를 위한 물자, 제원, 보급

계획 등 이와 관련된 지원사항을 포함한다. 획득

된 동시조달수리부속 중 3년 이상 운용 후 실 수

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역

판매(buy-back)할 수 있도록 협상 및 계약에 포

함토록 추진한다.

6. 군수인력운용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에 소요

되는 기술수준에 맞는 인력과 인력충원 요소로써 

장비운용요원, 정비요원, 보급요원, 교육소요인

력 등이 포함된다.

7. 군수지원교육 : 교육훈련은 새로운 무기체계

를 운용하기 위한 초도 배치 전 교육훈련과 전력

화 이후 손실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양성교육으

로 구분하여 계획하며,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훈

련은 운용자 교육훈련과 협조되고 설정된 기술수

준 도달에 필요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하며 종합

군수지원계획에 반영한다.

8. 기술교범 :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교범은 사용

자 교범, 보급교범, 부대정비교범, 야전정비교범, 

창정비교범, 전자식기술교범 등으로 구분한다.

9.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무기체계의 주장

비 및 군수지원요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포

장, 취급, 저장 및 수송될 수 있도록 설계 시 반

영하고, 수송소요 및 수송형태는 체계개발동의서

에 포함한다. 해외구매 무기체계는 협상 및 계약 

시 차량 및 열차 등 수송문제와 항만, 철도에서 

적재, 하역 등 취급에 관한 사항, 구성품 포장체

계 및 저장에 과한 상세한 제원을 획득하여 계획

에 반영한다.

10. 정비 및 보급시설 : 무기체계의 군수지원임

무(저장·정비·보급 등)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과 관련설비로 무기체계 수명주기 간의 지

속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

11. 기술자료관리 : 무기체계의 운영유지와 관련

된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묶음, 운용제원(수요제

원, 보급제원, 정비관리제원, 기술특기현황·교

육훈련 제원 및 수준)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영

상, 음향자료 및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종합창 | 綜合廠 | 행정공통

General Depot

1개 이상의 기술병과 보급품을 수령, 저장 및 불

출하기 위한 대규모의 보급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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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 綜合評價方法 |

행정공통

Consolidated Method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이란 최소자승법의 보충 판

단 방법의 수단으로서 장비의 표준화 분류, 추세 

변동 유형 등에 의하여 야전 계수, 계획 변경 인

수 등을 결정하여 예측 수요량을 결정하는 방법

이다. 즉 최소자승법에 의하여 산출된 예측 수요

와 최근 수요 간에 차이량을 전량 반영하지 않고 

장비 표준화 분류 및 추세 변동 비율에 의거 결

정된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증감폭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좌표계 | 座標系 | 행정공통

Coordinates Sysrem

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 좌표계는 용

도에 따라 다양한 좌표계가 있다. 대표적인 평

면 좌표계에는 직교(Cartesian)좌표계와 극

(Polar)좌표계가 있고, 공간 좌표계에는 직교

(Cartesian) 좌표계, 원통(Cylindrical)좌표계, 

구면(Spherical)좌표계 등이 있다. 직교좌표계는 

평면이나 공간의 위치를 X,Y 또는 X,Y,Z로, 극

좌표계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점이 X축과

의 이루는 각의 크기 θ를 사용하여 (r,θ)로, 원통

좌표계는 극좌표계에 평면에서부터의 높이 Z를 

더해(r,θ,Z)로, 구면좌표계는 원점으로 부터의 

거리 r, 직각 좌표계의 Z축과의 이루는 각의 크

기 θ, 거리 r의 XY 평면상 투영과 X 축과의 각 ψ

를 사용하여 (r,θ,ψ)로 나타낸다.

주간 항해 표지 | 晝間航海標識 | 무기체계

Daymark

주간에 항해 보조물로 사용되는 표지 또는 어로 

작업이나 해저 전선 부설 등의 특수 업무에 종사

하는 함정(선박)이 조함의 부자유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게양하는 표지 또는 신호를 말한다.

주계약 업체 | 主契約業體 | 사업/계약관리

Main Contractor

주계약 대상 업체 중 개발 능력 및 생산 여건을 

비교하여 정부가 최적격 업체로 결정한 업체로

서, 지정된 무기체계의 정부 관리 업체주도 연구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정부와의 계약 이행에 대

한 책임이 있으며, 구성품 협력 업체의 개발 및 

생산을 관리하고 설계·시제품 제작·공정 설정 

및 기술 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는 업체이다.

주공급자 제도 | 主供給者制度 | 정책/제도

Prime Vendor System

직접 업체에 청구하고 업체가 직접 사용자에게 

직납하는 형태의 군수 지원 제도를 말하며, 이를 

통하여 조달 기간의 단축, 재고 수준의 감소, 민

군 역할 분담에 의한 군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다. 사용 부대가 공급자에게 직접 청구

하면 공급자는 사용 부대에 물자를 납품하고, 이 

때 군수사는 공급자와 계약 및 재고 통제를 실시

하는 제도이다.

주관 기관 | 主管機關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

발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해 선정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을 

말한다.

주관 기업 | 主管企業 | 정책/제도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과제

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관 기업 선정 평가 | 主管企業選定評價 |

정책/제도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주관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평가를 말한다.

가. “서면평가”란 접수된 과제수행계획서를 대상

으로 서면으로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나. “대면평가”란 과제수행 희망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다. “현장평가”란 과제수행계획서 및 각종 서류

의 사실 여부, 기술개발 여건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현장 방문하여 심사하는 평가를 말한다.

주관 부서 | 主管部署 | 정책/제도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실적활용에 관

련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주관 연구기관 | 主管硏究機關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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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교환 품목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주기 교환 품목 | 週期交換品目 | 사업/계약관리

계획 수요 품목 중 주기적인 계획 정비 대상 품

목을 말한다.

주둔군 지위 협정 | 駐屯軍地位協定 | 정책/제도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경우 주둔국과 초청국 사이에 주둔군의 지위

에 관하여 쌍방이 체결한 국제 협정. 출입국, 시

설 및 구역의 이용, 관세, 주둔군 구성원의 범죄

에 대한 형사 재판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

상청구권등이포함된다.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문 기간 | 注文期間 | 사업/계약관리

Ordering Period

계약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그 다음 해 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주문기간 내에 발급되는 매수

인의 구매주문서에 대하여 매도인은 해당 물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매도인의 의무

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를 수락하는 발

주통보서를 발급하는 때로부터 유효하다.

주미 국제 계약 지원단 | 駐美國際契約支援團 | 

사업/계약관리

미국에서 대외군사판매제도(이하 “FMS”라 한다) 

및 상업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

원조직을 말한다.

주미 군수 무관 | 駐美軍需武官 | 사업/계약관리

방산 획득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 방산수출·입 

지원활동, FMS 및 상업구매 업무수행 등을 위해 

미 국제계약지원단에 파견되는 인원을 말하며 현

재는 국제계약지원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

수무관이라 함은 방산·획득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 방산수출·입 지원활동, 외자구매 관련 가

격정보획득, 현지구매, 대외군사판매(FMS)/수

락 관련업무, 현지업무 연락 및 기타 청장 지시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보급로 | 主補給路 | 행정공통

Main Supply Route

1.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이 이루

어지는 작전 지역에 이르는 지정된 도로 또는 도

로망을 말한다.

2. 전투 지대 내에서 각 전술 단위 부대의 후방 

지역에서 전방으로 이르는 보급로. 이는 수송의 

주축이 되는 도로를 말한다. 

☞ MSR(Main Supply Route)

주석 | 註釋 | 사업/계약관리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부분의 내용

을 설명, 해설, 참조하는 등의 정보를 말한다.

주소 형태 부호 | 住所形態符號 | 사업/계약관리

Type of Address Code

구체적인 문서나 물자의 범주를 선적하는데 필

요한 평범한 언어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사

원조국 주소록(MAPAD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Address Directory)에 사용된 여러 

부호들중의 하나이다.

주요 라인 품목 | 主要--品目 | 사업/계약관리

Major Line Item

요구가 금액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표시된 프로

그램 라인으로 이러한 라인들은 금액(달러)이외

에 불출단위에 의해 군사물자 및 용역목록상에서 

확인된다. 

주요 방산물자 | 主要防産物資 | 정책/제도

방산물자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

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등 등을 위하

여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물자를 말한다.

주요 안전 품목 | 主要安全品目 | 정책/제도

Critical Safety Item

어떤 품목의 특성상 고장, 오작동 또는 장착이 

안 되었을 경우에 항공기나 무기체계의 심각한 

손상이나 손실, 인명의 손상이나 손실 또는 의도

하지 않은 엔진정지 등을 일으켜 안전을 위태롭

게 할 수 있는 항공기나 항공무기체계 부품, 조

립체, 장착장비, 발사장비, 회복장비 또는 지원

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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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료비 | 主要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주요 특성 항목 부호 | 主要特性項目符號 |

정책/제도

Primary Address Code

미 연방 품목 식별 지침서(FIIG)의 각 특성 항목

에 대하여 4자리 부호를 매기는 것으로서 용도와 

기능은 주요 특성 부호(MRC)와 같다.

☞ PAC(Primary Address Code)

주요군 기관 부호 | 主要軍機關符號 | 정책/제도

목록자료를 관리하는 주요군/기관을 말한다.

주유 명령서 | 注油命令書 | 행정공통

Lubrication Order

차량 각 부품에 윤활유를 투여해야 할 개소 및 

량, 투여해야 할 주기 등을 명시한 표이다.

주장비 | 主裝備 | 사업/계약관리

Main Equipment

무기체계나 전력지원체계에서 애초 개발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된 본연의 장비 자체를 말한다. 

주제 전문가 | 主題專門家 | 행정공통

Subject Matter Expert

해당 직무 또는 과제를(지식, 기능, 태도 측면) 

가장 잘 알고,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SME(Subject Matter Expert)

주제도 | 主題圖 | 행정공통

Thematic Map

특정한 주제에 대한 공간적 변이와 지역 간의 다

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지도

로서 산림도, 지질도, 토양도 등과 같이 주제도

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현상에 관한 공간적 분포

의 구조와 패턴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다.

주특기 숙련 수준 부호 | 主特技熟練水準符號 | 

행정공통

Skill Level Code

1. 해당 주특기의 숙련수준을 나타내는 한자리 부

호를 말한다.

(초급 Basic: B, 중급 Intermediate: I, 고급 

Advanced : A)

2. 주특기 평가부호

(적합 : A, 수정 필요 : M, 신규 주특기 필요 : E)

주파수 | 周波數 | 행정공통

Frequency

일정한 크기의 전류 전압 또는 전계와 자계의 진

동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단위시간(1초)에 반복

되는 횟수.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

주선,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빛), 적외

선, 전파(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 극저주파)로 

분류된다.

주파수 가변 | 周波數可變 | 행정공통

Frequency Agile

지정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주파수나 

채널이라도 전자적으로 선택되고, 동작될 수 있

는 것. 대부분의 전기 통신 기기나 장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주파수로서 대부분의 파라미터

는 그 기기의 동작 주파수가 결정됨에 따라 고정

되며, 사용자는 동작 주파수대 범위 내의 일부 

주파수나 미리 배정된 채널 중 어느 하나를 선택

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파수 변경이나 채

널 선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가능케 하고, 각종 

상황에 따라 알맞는 주파수가 자동적으로 선택되

고, 관련 회로들이 이에 맞추어 동작되어 소기의 

목적이 수행되는 것이 frequency-agile이다. 따

라서 주파수 가변만이 아니라 가변되어 일어 날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전부 전자화하여 연동

시켜, 주파수에 관한 한 만능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파수 공용 통신 | 周波數共用通信 | 무기체계

Trunked Radio System

하나의 주파수를 한 사람이 이용하는 이동 전화 

시스템과는 달리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사람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이동 통신 방식. 하나

의 주파수로 일대일 통화가 아니라 일대 다수 통

화가 가능해 주파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

으며 일반 전화와의 접속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

하여 무선 컴퓨터, 팩시밀리 통신 등 다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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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도약 변조 | 周波數跳躍變調 |

사업/계약관리

Frequency Hopping Modulation

기존의 주파수 고정 방식이 단일 주파수로 송신

하는 것과는 달리, 짧은 시간 간격으로 주파수를 

변경해 가면서 정보를 송신하는 방식이다.

☞ FHM(Frequency Hopping Modulation)

주한 미합동 군사 업무단 

| 駐韓美合同軍事業務團 | 행정공통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주한 미 합동군사 업무단의 주요 임무는 한국 정

부를 도와 한국군의 현대화와 체계 유지를 지원

하고, 군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

는 무기 협력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단은 한국의 민간 

및 군 기관을 비롯해 국방 분야 관계자들과 공조

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군사 체계, 용

역, 보급품 및 교육 과정을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업무단은 주한 미 

대사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대사관 대표회의의 

일원인 동시에 군사 지휘 체계에 따라 미 태평양 

사령부에 직접 보고한다. 업무단의 조직으로는 

총 6개의 부서인 정책 운영 교육 및 연락 사업부, 

육군 사업부, 해군/해병대 사업부, 공군 사업부, 

방위 협력 사업부, 대외 협력부가 있다.

준비 은행 | 準備銀行 | 행정공통

Reserve Bank

상업적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들의 예금에 관한 

지급 준비를 관찰하고, 그들의 신용을 통제하는 

은행을 말한다.

중(中)결점 | 中缺點 | 사업/계약관리

치명결점의 정도는 아니나 검사단위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점을 말한다.

중(重)결점 | 重缺點 | 사업/계약관리

Major Defect

제품의 동작이나 성능이 불충분하여 제품의 실용

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결점, 또는 그 결점이 있

는 검사 시료를 말한다. 

중간 결산 | 中間決算 | 정책/제도

Semi-Annual Settlement

결산기의 중간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여 실적 

등을 일정한 양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중

간결산을 통해 진도, 실적 등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에는 중간결산이 의무조항 중의 하나이며 주주나 

투자자는 중간결산을 통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얻

을 수 있다.

중간 평가 | 中間評價 | 행정공통

In Process Review

프로젝트 중간에 행하는 중간 결산 평가를 말한다.

중견 기업 | 中堅企業 | 사업/계약관리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

사를 말한다.

중기 전력 소요요청서 | 中期戰力所要要請書 | 

정책/제도

Middle Term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 전력 소요를 

요청하는 문서로서 장기 전력으로 결정된 전력

의 중기 전환 요구 또는 시급하게 확보해야될 신

규 전력에 대하여 중기 소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중기 소요가 결정된 전력은 체계개발, 기본 설계 

등의 실질적인 전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중기계획 | 中期計劃 | 정책/제도

Medium-Term Plan

5년 간을 대상으로 하며, 장기적 목표와 단기 기

획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 

기획보다는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며, 단기 기획

에 비하면 예측 가능한 기간을 대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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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계획 요구서 | 中期計劃要求書 | 정책/제도

국방부에서 ‘중기계획 작성지침’을 각 군에 통보

하면 각 군은 그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으로 분야

별 필요 소요를 분석한 후 작성하여 국방부에 제

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중기계획서 | 中基計劃書 | 정책/제도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분야의 중장기 종합발전계

획으로서, 미래 국방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대구조 및 정원,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사업

을 포괄하여 미래전력 구조와 현존전력 유지를 

종합적, 균형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연도별, 사업별로 재원

을 최적 배분하여 5년간의 ‘국방 중기계획’을 수

립한다.

중기소요 | 中期所要 | 정책/제도

전력화시기 F+3 ~ F+17년 무기체계 소요로서 

체계개발의 근거가 된다.

중기업 | 中企業 | 사업/계약관리

중소기업 중 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중도 확정 계약 | 中道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Interim Fixed Contract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금액

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 기

간 중에 계약 금액을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

하는 계약으로서, 처음 계약 대상이 되는 품목으

로서 원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품목을 다량 조달 

시, 시제생산과 동시에 조달이 필요한 품목으로

서 원가를 확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 생산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생산 비용 등에 상당한 

변동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 체결할 수 있다.

중도금 | 中渡金 | 사업/계약관리

Progress Payments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자체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착수금 수령 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사용하고 사용실적을 제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전환

2. 착수금 사용 후 자금지출이 착수금 수령금액

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실적을 제

출할 경우 중도금으로 인정

*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2조(정의)”에 

중도금은 장기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

의되어 있으나 「방위사업법」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2항에 단기계약을 포함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서 실제 실무에

서는 장/단기 구분 없이 중도금 업무처리

중방식용 도료 | 重防蝕用塗料 | 사업/계약관리

중방식 도료 및 도장이라는 말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Heavy Duty Coating 또는 High 

Performance Coating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교량, 해상 구조물, 원자력발전소, 각 종 

플랜트, 컨테이너, 선박 등 심한 부식 환경에 놓

여있는 대형 철 구조물을 부식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방식도장 시스템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다. 

방식도료의 첫 번째 목적은 금속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방식뿐만 아니라 미관을 기초로 다

양한 성능을 보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방식 도료란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운항하는 

항공기 동체 및 날개의 침식작용 방지에서부터 

지하의 파이프라인 부식보호를 위한 도료에 이르

기까지 각종 도료를 총망라한 것이다. 

중복 계상 | 重複計上 | 사업/계약관리

중복계상이란 똑같은 것을 2번이상 장부에 올린

것을 말한다.

중복 민원 | 重複民願 | 정책/제도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복성 | 重複性 | 사업/계약관리

Redundancy

규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 요소 혹은 수

단을 각 부분에 부가하여 그 일부가 고장나도 상

위 품목은 고장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중부적합 | 中不適合 | 정책/제도

품질경영시스템의 규격요구조건에 불만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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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조건을 누락하였거

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 및 다수의 경

부적합 사항이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중소 기업 기본법 | 中小企業基本法 | 정책/제도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

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을 말한다.

중소 기업 제품 | 中小企業製品 | 사업/계약관리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말한다.

중소 기업 지원 우수 업체 

| 中小企業支援優秀業體 | 정책/제도

사업시행 전년도에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협력기

업)에 자금 지원을 한 상생협력 융자사업자를 말

한다.

중소 기업자 | 中小企業者 | 정책/제도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구하고 구조개선과 경

쟁력강화 등을 국가시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중

소기업 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① 중

소기업자와 ② 소기업자로 구분하고 상시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자가 

규모의 확대, 기타 사유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

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

소기업자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동 

연합회, 동 중앙회 등도 중소기업자로 보고 있

다.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도 이상과 같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원용하고 있

다. 중소기업자의 기준은 상시종업원이 제조업·

광업·운수업에서는 중기업 21∼300명, 소기업 

20명 이하, 건설업에서는 중기업 21∼200명, 소

기업 20명 이하, 상업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중기

업 6∼20명, 소기업 5명 이하이다.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류 

| 中小企業者優先選定品類 | 정책/제도

Preferential Selection Item

우선선정 품류는 향후 연구개발 예정인 무기체계 

또는 무기체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중 중소기업이 개발에 필요한 기

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개발가능성을 충분히 갖

춘 것으로 향후 무기체계 연구개발 추진 시 중소

기업자들만의 경쟁으로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

정하는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의 기본대

상을 말한다.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 中小企業者優先選定品目 | 사업/계약관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

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고시된 품

목(무기체계 및 무기체계 부품·SW, 핵심기술 

연구개발과제)은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를 우선선

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 

| 中小企業者優先選定品目指定制度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기

체계 연구개발 주관업체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 | 中小企業 | 행정공통

중소기업은 상시 노동자수 1천명, 자산총액(직

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이 5천억원이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500억 이하의 기업을 뜻한

다. 위 기준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규정되

지 않는다.

중심 | 中心 | 행정공통

Center Of Gravity

힘과 균형의 근원으로서 한 부대의 행동의 자유

나 유형 전투력 또는 전투 의지를 창출하는 근원

이나 능력 내지 특성으로 중심은 판단 제대에 따

라 상이하며, 적의 중심을 식별한 후에도 그 변

화를 계속 추적해야 하고 예하 전술 부대에서 중

심은 핵심 표적과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

중앙 자산 관리 | 中央資産管理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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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정보

각 군의 모든 무기체계, 장비, 재고 자산(1~9종 

포함), 기타 자산 등을 중앙에 있는 군수사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다단계 

보급 체계가 단일 단계 보급 체계로 전환 가능한 

발판이 된다.

중앙 재고통제 | 中央在庫統制 | 행정공통

Central Inventory Control

자산을 중앙에서 통제하여 수요 부대의 청구에 

대하여 보급 계통상 가장 근접 지역의 지원 가능

한 시설에 불출을 지시하고 수송지원 방법을 지

정하여 군수 지원 속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중앙 재고 통제와 전군 자산 가시화 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구축되면 사용자와 군수 보급 부대

가 1회 청구, 1회 불출로 사용자 요구가 왜곡되

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소요 관리가 가능하고 비

용 절감과 사용자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

는 사용자 중심의 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앙 조달 | 中央調達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Procurement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현지 조달의 특성

을 가지지 않는 일체의 공통 품목을 중앙 단일 

조달 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군수품 조

달은 중앙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기관에는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조달청과 국방부 소속 기

관인 방위사업청이 중앙 조달 기관에 해당된다.

중앙 조달 부식 | 中央調達副食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청에서 일괄 조달 보급하는 품목이며 이

는 통상 보급지원계통으로 분배되며, 중앙조달 

부식 품목 중에서 단기저장성 부식은 부대조달부

식 보급주기를 적용한다.

중앙 조달 품목 | 中央調達品目 | 사업/계약관리

Government Procurement Item

전군적으로 소요되는 물자 중 현지조달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일체의 공통품목을 중앙 단일 조달

기관에서 조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중앙 집중 제어 | 中央集中制御 | 행정공통

Central Control / Centralized Control

공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작업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제어하는 일을 말한다.

중앙 처리 장치 | 中央處理裝置 | 전력지원체계

Central Processing Unit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중추 부분으로 여기에 입

출력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 등의 주변 장치가 

연결된다.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부는 컴퓨터

의 동작을 조절하고 관리한다. 이것은 주기억 장

치로부터 순서대로 명령을 꺼내와 해독하고 이

에 따라 지정된 순간에 컴퓨터의 다른 부분을 작

동시킨다. 모든 입력된 자료들은 주기억 장치를 

통해 산술 연산 장치로 넘겨져 처리된다. 처리

는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의 4가지 기본 산

술 연산과 자료를 비교하여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순서 또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은 논리 연산을 하는 것이다.

☞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어뢰 | 重魚雷 | 무기체계

☞ 백상어

중요 군사 장비 | 重要軍事裝備 | 사업/계약관리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국제무기거래규정 ( ITAR :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Part 121의 열거

품목 중에서 “*” 표시를 한 군용전략물자 품목을 

말하며 군사적 용도와 능력 때문에 특별히 수출

통제가 필요한 장비 이다. 

☞ SME(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중요 정보 | 重要情報 | 행정공통

Critical Intelligence

지휘관의 즉각적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 정보는 잠재적 또는 실제의 

적의 행동에 대하여 지휘관이 적시에 적절한 결

심을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다.

1. 어떠한 형태든 임박한 적대 행위의 발생에 대

한 강력한 징후(공격 경보)

2. 우방 국가에 대한 어떤 성격의 침략

3. 화생방 무기(표적)의 징후 또는 사용

4. 잠재 적성 국가 내에서 핵 공격 계획의 변경을 

초래할지 모르는 중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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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형 지물

중요 지형 지물 | 重要地形地物 | 행정공통

Key Terrain

피아의 지형지물을 확보 또는 통제함으로써 현저

한 이점을 제공받는 국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중요도 등급 | 重要度 等級 | 사업/계약관리

규격에 불일치한 검사항목이 성능, 수명, 신뢰

성, 사용편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준 감액률을 정하기 위하여 부여된 등급을 말

한다.

중요도 부호 | 重要度符號 | 사업/계약관리

Criticality Code

1. CC(Criticality Code)

 허용 오차, 조립 제한사항, 적용, 핵 방호성 혹은 

품목의 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로 인해 품

목이 기술적으로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2. EC(Essentiality Code) 부품의 고장이 완제

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중장기 전력 소요서 | 中長期電力所要書 |

정책/제도

Medium And Long-term Requirement Paper

소요 요청 기관이 제출하는 소요 요청 문서로서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작성의 근거를 제공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요 요청은 연중 지속적

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합참을 이를 검토하여 합

동 참모 회의를 거쳐 소요를 반영한다.

중점 관리 대상 업체 | 重点管理對象業體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2항

에 의해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중점 방어 방공 | 重点防禦-防空 | 행정공통

Weighted Coverage

적의 예상 공격 방향이나 방공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나 시설에 대하여 방공 무기를 집중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 重症障碍人 生産品 |

사업/계약관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9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

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

을 말한다.

중첩 사진 | 重疊寫眞 | 무기체계

Overlap Photograph

중첩된 일련의 항공사진으로 지상에 있는 물체의 

선을 따라 중첩시킨다.

중축척 지도 | 中縮尺地圖 | 행정공통

1:600,000보다 크고 1:75,000보다 작은 축척의 

지도로서 부대 및 보급품의 이동과 집중을 포함

하는 작전계획 수립용으로 사용된다.

증강 | 增强 | 행정공통

Buildup

1. 부대의 지정된 병력과 차량, 장비, 저장품, 보

급품의 지시된 수준을 달성하는 과정. 또한 이 

과정을 달성하는 방법에도 적용된다.

2. 부대의 능력을 추가하는 임무 때문에 해부대 

고유의 편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인원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증강된 부대와 피증강된 부대

는 통상 지휘권의 종속 관계가 유지된다.

증강 목표 | 增强目標 | 정책/제도

Reinforced Objectives

가용재원, 상비재원 운영수준, 작전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요망되는 소요로서 중기계

획 수립의 기준이 된다.

증강 현실 | 增强現實 | 정책/제도

Augmented Reality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영상 및 사진을 보여줄 

때 컴퓨터가 만들어낸 유용한 정보를 이미지에 

겹쳐서 결합하거나 늘리는 과정을 말한다. 증강 

현실을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군용 항공기와 전

차에 사용되는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 화면 

장치, 즉 전방 표시 장치(HUDs)인 것으로 알려

졌다. 계기판 형태의 전방 표시 장치로 일원 중 

한 명이 실제의 외부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조종

석 덮개나 뷰파인더 위로 같은 정보가 나타난다. 

속도가 더 빨라진 컴퓨터 프로세서는 전방 표시 

장치를 이용해 정보 디스플레이와 실시간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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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경비

결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형태의 증

강 현실을 초창기에 사용한 두 가지 유명한 본보

기가 있다. 1990년대 중반 폭스 방송국이 방송망

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하나는 텔레비전 영

상에 노란색의 퍼스트다운 줄무늬를 겹쳐 보여준 

미국 미식축구 경기장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텔레비전 시청자가 하키 퍽과 골프 공이 날아가

는 경로를 따라가며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 영상

에 추가한 가상의 비행경로였다. 증강 현실은 전

자식 1인 사격 게임(EFS 게임)에서 게임 참가자

의 시각에 환경 정보와 건강 정보 및 그 외의 정

보를 추가해서 보여주기 위해 흔히 사용된다. 몇

몇 군대가 실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헤드

마운트에 오버레이를 추가하는 실험을 했다. 또

한 증강 현실을 스마트폰에 적용함으로써 장치의 

뷰파인더나 전자 표시 장치를 통해 보여지는 특

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물 주소와 부동산 동향, 

소매 판매 할인, 식당 이용 후기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개발되었다. 그러한 정보들은 상

업적인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지구상 

위치파악 시스템(GPS)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예견자들은 가벼운 선글라스에 

정보 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

기를 희망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킹 지지자들은 

모든 종류의 개인 식별 태그가 정보 표시에 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증강 현실 기반 정보 검색 

| 增强現實基盤情報檢索 | 정책/제도

AR Based Information Search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기

술이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근처의 음식점

을 검색하고 싶으면 증강 현실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카메라를 이용, 주변을 비추면 화면 속에 

음식점 정보들이 나타나고, 정보를 건드리면 전

화번호나 그 음식점에 대한 낱낱의 정보를 알려

준다.

증빙 서류 | 證憑書類 | 사업/계약관리

Vouchers

경제에서는 거래의 성립을 입증할 만한 대외거래

의 증거서류 또는 거래의 기장자료, 또는 증빙지

급장제도에서 작성되는 지급거래에 관한 서류 등

을 말한다. 대외거래의 증거서류로는 주문서·납

품서·송장·계약서·영수증·수표비본·차용

증서 등이 있다. 거래의 기장자료로서의 증빙에

는 대외거래의 증거서류 외에 내부거래의 증거서

류, 즉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출하지

시서·물품청구서·자재출고청구서·제조지시

서 등이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장부기입의 기초

자료로서, 또 거래선과의 사이에 분쟁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중요

한 서류이다.

증여 | 贈與 | 행정공통

Donation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

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

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낙

성 계약이며, 무상 편무 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증여의 성립에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지수 | 地球溫暖化指數 | 행정공통

Global Warming Potential

온실가스별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나타낸 수치이다.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할 

때 특정기체 1kg이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로 이산화탄소 1을 기

준으로 메탄 21, 이산화질소 310, 수소불화탄소 

140∼11700, 과불화탄소 6500∼9200, 육불화

황 23900 등이다.

지급 경비 | 支給經費 | 사업/계약관리

원가계산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 

기간의 경비로서 측정, 파악함으로써 계산된다. 

지급 경비에 속하는 비목으로는 복지 후생비, 수

선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 교통비, 교제비, 외

주 가공비, 잡비 등이 있다. 지급 경비는 회계 담

당 부서에서 작성한 재무 회계 자료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 경비는 원가 계산 

기간 동안에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보다는 발

생주의에 따라 당해 기간에 경비라는 원가요소

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급 경비를 계산하고자 할 때

에는 우선 선급금과 미지급액을 다음의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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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수료

에 따라 가감 계산하여 원가 계산 기간의 순발생

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당기의 소비액으로 하여 

제품 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매월 선급액이 발

생하는 지급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

라 당기 순발생액(또는 소비액)을 계산하여 제조 

간접비 계정에 대체한다. (당기 순발생액 = 당기 

지급액 + 전기 선급액 - 당기 선급액) 매월 미 

지급액이 발생하는 지급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당기 순발생액(소비액)을 계산한 후 

제조 간접비 계정에 대체한다. (당기 순발생액 = 

당기 지급액 + 당기 미지급액 - 전기말 지급액).

지급 수수료 | 支給手數料 | 사업/계약관리

Commission Paid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

한다.

지급 예치금 | 支給預置金 | 사업/계약관리

FMS 사업으로 무기 구매시 FMS 미국은행

(FRB)에 사전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급 인도방식 | 支給引渡方式 | 사업/계약관리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통지 은행으로부터 호환 어음을 인수할 

때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고 운송 서류를 교부받

는 지급 인도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P조

건은 일람불 조건이 원칙이므로 추심 은행의 서

류 제시가 있으면 수입자는 즉시 현금 결제에 응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 업자로서는 은행의 자

금을 융통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목적 상품이 항공 운송에 

의하여 배달되는 서류보다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자금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따

라서 수입자는 상품 인수 시기와 대금의 지급 시

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30 days after DP’ 등

의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한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 은행은 단지 선적 서

류의 도착을 수입자에게 통지만 하고, 약정된 기

한이 도래되었을 때에 대금을 추심한다.

지급 임차료 | 支給賃借料 | 사업/계약관리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일정한 

물건을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렇게 대여하여 사용료를 

지급 하는 것이다.

지난 해 수입 | 過年度收入 | 정책/제도

Carry-over from Previous Year

지난 해 수입이란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세입금을 그 세입금의 실수납일이 속하는 회계 

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즉 지난 해의 

수납할 것으로 징수 결정하여 납입고지한 세입

금이 당해 연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납입되지 

못하고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그 수납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되는 수입을 말한다.

지난 해 지출 | 過年度支出 | 정책/제도

Expenditure of Previous Year

채무는 당연히 당해 소속 년도의 출납 정리 기한 

내에 지출을 완료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로부

터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정 등으로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가 존재하는 한 다

음 해 이후의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지난 해에 속하는 경비를 현연도의 세

출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지난 해 지출이라고 

한다.

지능탄 | 知能彈 | 무기체계

Smart Bullet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이나 함대함 유도무

기 해성 등과 같이 표적 정보를 입력해 발사하면, 

GPS나 적외선·영상·음향·자장감지기 등 내

장된 감지기를 이용, 지형 및 표적을 탐색·포착

하고 최적의 경로를 통해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

한 것이다.

지면 편성 | 地面編成 | 행정공통

Organization Of Ground

지형의 자연 방어 능력을 보강하고 특정 지형(국

지)에 점령 부대를 위치시킴으로써 방어진지를 

발전시키는 것.

지명 경쟁 계약 | 指名競爭契約 | 사업/계약관리

Procurement By Nominated Competition

계약 상대자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경쟁계약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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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능력

의계약이 있는데, 지명경쟁계약도 경쟁계약의 일

종이지만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

쟁을 시켜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계약 방법.

지명 경쟁 입찰 | 指名競爭入札 | 사업/계약관리

Tender Of Specified Contractors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지문 보안 토큰 | 指紋保安 token |

사업/계약관리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

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

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

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

웨어 기기를 말한다.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전자 입찰 

| 指紋認識 身元確認 電子入札 | 사업/계약관리

전자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을 말한다.

지방 자치 단체 | 地方自治團體 | 행정공통

Local Autonomous Entity

지역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구성한 자치단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러한 일반자치단체 이외에 교육위원회 등 특별지

방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

군 및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가 있다.

지불 의무 | 支拂義務 | 사업/계약관리

Obligation

미래 지불해야할 의무로서 이는 청구하면서 발

생하거나 물품의 인도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

을 하면서 발생한다. 지불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로 물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될 필요는 

없다. 먼저 대금청구서 또는 견적서가 필수적이

지는 않으며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법적으

로 지불의무는 미래의 지출이나 비용에 대한 구

체적인 금액의 합을 말한다.

지상 감시 레이더 | 地上監視Radar |

사업/계약관리

Ground Surveillance Radar

지상이나 저고도로 움직이는 이동 물체를 탐지 

및 추적하기 위한 레이더를 말한다.

☞ GSR(Ground Surveillance Radar)

지상 공통 장비 | 地上共通裝備 | 행정공통

지상에서 운용하도록 설계된 장비로서 2개군 이

상이 사용하는 장비 중 3군공통 군수 지원 품목

으로 선정된 장비를 말한다.

지상권 | 地上權 | 사업/계약관리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자기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이는 건물 및 

입죽목식재를 위하여 주로 사용된다.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고 등

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지상형 탄약고 | 地上型彈藥庫 | 사업/계약관리

시멘트 블록벽과 콘크리트 바닥, 스레트 또는 경

금속 재질의 지붕으로 되었고 피뢰침과 통풍 장

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89평, 131평, 14평, 28

평 등이 있다. 장점으로 양호한 통풍과 습기 발

생 억제, 탄약 저장에 적합하며 단점으로 계절별 

일정 온도 유지 곤란, 화재 및 파편 위험 등이 

있다.

지속 능력 | 持續能力 | 행정공통

Sustainability

1. 군사 목표 달성을 위한 작전 활동에 소요되는 

전투력의 수준을 소요되는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군사 활동 지원에 필요한 소모 부분

과 부대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군수품의 일

정 수준을 유지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말한다. 2. 

임무를 타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능력. 장래에도 쇠퇴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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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여기서 쇠퇴란 임무 

수행의 양과 질에 적용될 뿐 아니라, 임무 수행

을 지원하는 자연 환경과 인간이 만든 체계에도 

적용된다.

지수 | 指數 | 행정공통

Index

지수는 넓은 의미에서는 단순한 지표의 의미로서

도 사용되는 비율의 일종이다. 즉 가격· 임금·

생산 등 모든 경제 제량의 경향을 측정하는 개념

으로서 전 계열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변

량과의 비율을 백분비로써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때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변량을 기준

(base)이라 하여 이를 χ로 표시한다면 비교하고

자 하는 변량 x에 대한 지수(χ’/χ)×100의 형식으

로 계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수의 작성에 있어

서는 기준 시점의 측정이 가장 중요한 뿐만 아니

라 그 기준 시점의 결정에 따라 고정 기준(fixed 

base)에 의한 지수와 연쇄 기준(chain base)에 

의한 지수가 작성된다. 지수에는 그 취하는 방법

에 따라 많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별하여 

단순 지수와 가중 지수, 개별 지수와 종합 지수 

그리고 금액 지수·가격 지수·수량 지수 등의 

구분이 있다.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 

| 指數調整率에 의한調整 | 사업/계약관리

계약 금액의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

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

사 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 월보 상의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 

조정률(K)을 산출, K가 5% 이상 증감시 계약 금

액을 조정. 순공사 금액은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다.

지시 | 指示 | 정책/제도

Directive, Order

 방침의 설정, 준비된 계획의 발효 및 특정한 행

동 등을 구체적으로 하달하는 명령으로 적극적 

행동이 요구되며, 광의로는 활동, 행동 또는 절

차의 개시나 통제를 하는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지시 각서 | 指示覺書 | 정책/제도

Directive Memorandum

장관급 지휘관이 하급 지휘관에게 각성과 이행을 

촉구하거나 강조하는 문서로서 연도별 일련 번호

를 사용한다.

지시서 | 指示書 | 정책/제도

Directives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부 지침이 되는 

방법 및 요령 등을 기술한 서류를 말한다.

지시식 선하 증권 | 指示式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Order BL

지시인(Order)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한 

선하 증권(단순 지시인식, 송하 인식, 신용장 개

설 은행의 지시 인식, 매입 은행의 지시 인식, 추

심 은행의 지시 인식, 하송인의 대리인의 지시 

인식, 매수인의 지시 인식)이다.

지식 | 知識 | 정책/제도

Knowledge

방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수집 및 생산한 

자료 중 업무에 도움이 되는 행정자료, 보고서, 

논문, 노하우 및 경험사례 등 정형화 또는 비정

형화된 모든 형태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지식 관리 | 知識管理 | 정책/제도

Knowledge Management

조직의 발전 전략에 직결되는 핵심 지식을 부단

히 창출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 공유함으로써 

모든 조직 구성원이 원하는 지식을 적기에 습득, 

업무 활동에 적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내외에 산만하게 표류하는 정보나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 경영하자는 21세기형 경

영 혁신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식 관리 관련 체계 | 知識管理 關聯 體系 |

정책/제도

Knowledge Management related System

지식관리 체계와 연계·관련된 업무관리 시스템, 

정부 기능분류 시스템 및 정부 통합 지식관리 체

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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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식 관리 체계 | 知識管理體系 | 정책/제도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의 등록, 심사, 평가, 활용, 보상 및 폐기에 

이르는 지식의 전체 생명주기를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지식 기반 사업 | 智識基盤事業 | 사업/계약관리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식 마일리지 | 知識 Milage | 정책/제도

Knowledge Milage

사용자의 지식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지식의 창출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점수를 말

한다.

지식 재산 | 知識財産 | 정책/제도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을 말

한다.

지식 재산권 | 知識財産權 | 정책/제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 소유권은 문화, 예술 작품, 과학적 발명, 상

표 등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

되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되는 특

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과 문화 창달과 관련되는 문학, 음악, 미

술 작품 등과 같이 학문적, 예술적 창작을 중심

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맵 | 知識 map | 정책/제도

Knowledge Map

지식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

로써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된 도

표를 말한다.

지역 벤처 센터 지원금 | 地域--支援金 |

정책/제도

개발비지원사업비 중 지역벤처센터가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지역 벤처 센터장 | 地域--- | 정책/제도

지역벤처센터에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벤처센터

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지역 조달품 | 地域調達品 | 사업/계약관리

Local Procuring Item

주로 장기 저장이 불가한 식품류 등을 지역 사령

관 책임 하에 농·수협을 통하여 계획 생산, 조

달하는 품목이며, 이는 통상 급양대 계통으로 분

배된다.

지역 피해 통제 | 地域被害統制 | 행정공통

Area Damage Control

적의 공격(핵 및 화생 무기 공격 포함) 또는 자연 

및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거나 감

소시키기 위하여 피해가 발생 중이나 전후에 실

시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지역 피해 통제 작

전의 목적은 피해를 감소시키고 인원 및 장비를 

구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모든 제대의 자체 편제 

장비를 사용, 우발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

고 훈련되어야 한다.

지연 배상금 | 遲延賠償金 | 사업/계약관리

납기 내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

과 상이함이 발견되어 “을”에게 일정기간 보수, 

대체납품을 통지하고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제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산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

기일 후 보수완료일까지의 일수) × (당해물품의 

지체상금율)

지원 | 支援 | 행정공통

Support

1. 지시에 의해서 타 부대를 지원, 방어, 보충 또

는 유지하는 군대 활동이다.

2 전투 시 단위 부대가 타 단위 부대를 원조하는 

것으로 항공, 야포 또는 함포사격이 보병 지원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3. 어떤 단위 부대의 일부가 예비대로 후방을 담

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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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념 부호 

지원 개념 부호 | 支援槪念符號 | 정책/제도

Support Concept Code

품목의 지원 개념으로 계약자 군수 지원(외주 

정비, CLS : Contractor Logistic Support), 

잠정 계약자 지원(ICS : Interim Contractor 

Support) 또는 군직 정비(Organic Support)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한 

심층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호를 말한다.

지원 대상 기업 | 支援對象企業 | 정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

공받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지원 병과 | 支援兵科 | 행정공통

An Assistant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주로 다른 병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병과. 

전투를 지원하는 전투 지원, 또는 전투 근무 지

원을 수행하는 병과를 말한다.

지원 장비 소요 부호 | 支援裝備所要符號 |

행정공통

Support Equipment Required Code

지원/시험 장비 혹은 훈련 장비가 운용 능력을 

유지하거나 시험하기 위하여 다른 지원 장비가 

필요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지원 탄약 | 支援彈藥 | 정책/제도

완성탄약이 아닌 신관, 추진장약 등의 시사장성

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시험보조 탄약으로서 시험 

주관부서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군에서 지

원하는 탄약을 말한다.

지원 형태 부호 | 支援形態符號 | 사업/계약관리

Type of Assistance Code

LOA상에 명시된 품목/용역에 대한 판매와 계획

된 자원보급을 반영하는데 사용되는 부호이다.

지적 소유권 | 知的所有權 | 정책/제도

Intellectual Property

문화·예술작품·과학적 발명·상표 등 인간의 

지적, 정신적 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권리를 말

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되는 특허, 실용신안, 의

장, 상표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

달과 관련되는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과 같이 

학문적 예술적 창작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적도 | 地籍圖 | 행정공통

Map Of Land Register

각 지번의 면적을 계산하고 경계를 밝히기 위하

여 만든 토지의 평면도이다.

지정 | 指定 | 행정공통

Designation

적합성 평가에 있어서 정부나 국제 기구 등에서 

특정 평가 기관에게 규정된 적합성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정하는 것이다.

지정 공인 인증 기관 | 指定公認認證機關 |

사업/계약관리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영자가 

지정하여 본 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을 말한다.

지정 구매 | 指定購買 | 사업/계약관리

Defined Order Case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하여 구매할 경우에 구

매 대상장비, 용역, 물자에 대한 수량, 예상가격, 

인도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방법으로 무

기체계 주요완성장비, 탄약, 주요무기체계 등이 

지정구매 대상품목이 된다.

지정 정보 처리 장치 | 指定情報處理裝置 | 

사업/계약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6조의2의 규정 등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지정 판매 케이스 | 指定販賣case |

사업/계약관리

Defined Order Case

LOA상에 명시된 특정 물자와 용역에 대한 항목

으로 식별되는 FMS 케이스의 형태

지정 품명 | 指定品名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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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의서

Approved Item Name

동일류 품목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나토목록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공식명칭을 말한다. 지정품명의 사용은 군수체계 

상의 다양한 보급관리 과정에서 공통된 언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지정품명은 

이중품목을 식별하기 위한 키(key)가 되며, 대체 

가능 품목의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

지정된 국가 대표 | 指定된國家代表 |

사업/계약관리

Designated Country Representative

해당 정부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

하며, 물자인도를 승인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체 상금 | 遲滯償金 | 사업/계약관리

Compensation Of Arrears

계약대상자가 이행 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되었을 때 당해지체에 대

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 지

체상금이다. 이러한 지체상금의 징수요건은 이

행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고, 이행 기간 내에 이

행이 가능하였어야 하고, 지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즉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신의 원칙상 이

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은 

계약상의 의무지체 일수에 계약금액에 대한 소

정의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체상금 

= 지체일수 ×(미 이행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지체상금은 미 이행부문에 대하여 징수하므로 기

성 또는 기 납부분 검사를 거쳐 인수하였다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 또는 기 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이다. 지체상

금 징수의 면제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

게 그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해 계약이행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

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바, 그 사유를 보면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

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재료의 공급

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및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정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 또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제조의 착수 또는 시공이 중

단되었을 경우,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

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이다.

지출 | 支出 | 사업/계약관리

Disbursement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

급. ‘국고금 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

출 원인 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

고 있다.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

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

으로, 일상 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

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

로 이에 해당된다.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 단

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집행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 관

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 행위, 전자 자금 이체, 

현금 지급’을 의미한다. ‘협의’로는 지출 원인 행

위에 기인하여 부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

이 ‘전자 자금 이체’를 하거나 출납 공무원이 ‘현

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

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 자금 이체’를 

하는 것이다. ‘국고금 관리법’상 지출이란 광의의 

지출을 말하며,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출관이 재

무관의 지출 원인 행위의 결과에 따라 지출 결정

을 한 후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전자 자금을 이

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정보 통신 매체 사

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고 수표 등 직접 지급 

방법으로 지출한다. 국가의 지출은 채권자의 의

사와는 관계없이 전자 자금 이체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채권자에게 지급되면 채무가 소

멸되는 대물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출 결의 | 支出決議 | 사업/계약관리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무관이 지출원

인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지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

출관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 결의서 | 支出決議書 | 사업/계약관리

Disbursement Document

지출관이 당해 중앙 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

부터 지출 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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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비용

때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문서로 지출관이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원인행위 및 그 이행의 확

인에 관한 연·월·일 및 번호, 지출 원인 행위

부 등기에 관한 연·월·일, 지출 금액, 수령인 

성명, 연도 세출 예산의 과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지출 비용 | 支出費用 | 사업/계약관리

지출은 이행부서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산(의회

가 승인한 지출금)은 오직 의회에 의해 만들어

짐. 어떤 회계연도에서 지출과 예산이 동일한 경

우는 드물며, 현 예산에 부가하여 지출은 가용한 

1년, 2년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이전 예산을 

나타낸다.

지출 승인 | 支出承認 | 사업/계약관리

Expenditure Authority

DFAS로부터 FMS케이스 이행 미 국방부 부서

로 FMS케이스에 사전에 기록된 의무사항에 대

한 지출을 허용하는 문서이다. 지출활동은 지출

처리이전에 현금이 가용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출 심사업무 | 支出審査業務 | 사업/계약관리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전체사무 중 계약

업체의 계약이행 대가 및 선급금 청구에 대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출결의하여 지출관에게 

지출의뢰하는 업무이다.

지출 원인 행위 | 支出原因行爲 | 사업/계약관리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무관이 세

출 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의

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

의 행위로서 지출의 원인이 계약일 때에는 그 계

약을 체결할 상대자의 반대 급부의 이행을 확인

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출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를 말하며, 지출의 원인이 행정 처분 또는 관리 

행위 등 일 때에는 그 처분 또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지출 의뢰서 | 支出依賴書 | 사업/계약관리

Expense Referral

비용 지출을 의뢰하는 문서를 말한다.

지출 총액/순액 | 支出總額/純額 | 

사업/계약관리

Disbursements Gross/Net

총액지출은 발행된 수표, 현금 또는 처리된 다른 

상환가능 거래, 지급된 금액에서 반환되어 받은 

것을 차감한 양을 말한다. 순액지출은 총액지출

에서 징수된 수입과 자금계좌의 신용거래, 즉 제

공된 용역이나 상품대금으로 받은 부분을 차감한 

양을 말한다.

지출관 | 支出官 | 사업/계약관리

Disbursing Officer

「국고금관리법」제22조에 따라 중앙관서 장의 임

명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

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에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

원을 말한다.

지침 | 指針 | 행정공통

1. 계기에서 알고자 하는 방향, 시간, 분량을 가

리키는 바늘이다.

2. 가리켜 인도할 만한 준칙이나 방침을 말한다.

지침서 | 指針書 | 행정공통

Guidebook

1. 지침이 될 만한 서적을 말한다.

2. 지침을 적어놓거나 지침으로 사용할 만한 책

을 말한다.

지휘 | 指揮 | 행정공통

Command

지휘관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급 

또는 직책을 통해서 예하 부대에 합법적으로 행

하는 일체의 권한 행사를 말한다. 지휘 시에는 

이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며 가용한 자원의 효과

적인 사용과 할당된 인원에 대한 건강, 복지, 사

기 및 훈련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지휘 검열 | 指揮檢閱 | 행정공통

Comm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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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지휘관 주요 첩보 요구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인원, 장비, 교육, 훈련 따

위의 군사 전반에 걸쳐 행하는 검열을 말한다.

지휘 계통 | 指揮系統 | 행정공통

Chain of Command

최상급 지휘관으로부터 말단 지휘관까지 지휘가 

집행되는 지휘상의 계열을 말함

지휘 관계 | 指揮關係 | 행정공통

Command Relationship

부여된 임무 달성을 위하여 부대를 지휘 통솔하

는 권한의 정도를 합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하

며, 지휘관은 지휘 관계에 의해 설정된 범위 내

에서 예하 부대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지휘 

관계에는 예속, 배속, 작전 통제, 작전지휘, 전술 

통제, 지원 등이 있다.

지휘 명령 | 指揮命令 | 행정공통

Administrative Order / Directive

방침의 설정 또는 특정한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

으로 통상 전구 사령관급 이상의 고급 사령관에 

의하여 발표되는 광범위한 목표, 정책 또는 전략

계획을 지칭한다. ☞ 지령(指令)

지휘 통제 공격 | 指揮統制攻擊 | 행정공통

Command Control Attack

지휘 통제 공격은 적의 지휘 통제 체제를 파괴하

는 것으로 적의 지휘 통제 체제의 모든 구성 요

소에 대해 취하는 제반 물리적 행동이 포함된다. 

☞ C2 Attack(Command Control Attack)

지휘 통제 본부 | 指揮統制本部 | 행정공통

Command and Control Center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부대의 작전을 계

획하고, 지시, 조정 및 통제하는 본부를 말한다. 

☞ CCC(Command And Control Center)

지휘 통제 품목 | 指揮統制品目 | 행정공통

Command Control Item

규제 품목 또는 통제 품목을 망라하고 각급 지휘

관이 필요에 의거 품목을 추가하여 특별 할당을 

요하는 품목으로서 지휘 통제품에 관한 리스트 

및 청구 절차를 하달하는 품목을 말한다.

지휘관 | 指揮官 | 행정공통

Commander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관직 또

는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로서, 통상 지

휘관이라 함은 중대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

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

를 말한다.

지휘관 결심 지원 도표 | 指揮官決心支援圖表 | 

행정공통

Decision Support Template

전쟁 단계 별 주요 결심 지점에서 지휘관 결심을 

보좌하기 위한 제대 별 정형화 된 의사결정 지원

도표를 말한다. 지휘 결심에 필요한 지휘관 정보 

요구, 징후 목록, 신속 억제 방안 목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 조정, 평가한다. 전략 및 상급 부대 

지침을 근거로 작전 계획에 명시 또는 추가 식별

된 제대 별 지휘 결심 사항 목록을 작성하고, 지

휘관 결심 사항, 상황, 적·아 정보 판단 및 결심 

조건 등을 포함한다.

지휘관 및 참모 활동 순서 

| 指揮官 및 參謀活動順序 | 행정공통

결심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지휘관 및 참모

들이 취해 가는 일련의 행동 또는 단계를 말한다.

지휘관 의도 | 指揮官意圖 | 행정공통

Commander’s Concept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작전구상의 

결과로 부대 운용에 대한 지휘관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한 것. 지휘관 의도에는 

일반적으로 작전목적, 결정적 작전, 부대 운용지

침, 최종상태 등이 포함된다.

지휘관 주요 첩보 요구 | 指揮官主要諜報要求 | 

행정공통

Cdr’s Crit ical Information Requirement / 

Commander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지휘관이 결심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방책을 

결정하거나 유효화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 통

상 우선 정보 요구(PIR), 우군 정보 요구(FFIR)

로 구체화되어 하달된다. ☞ CCIR(Commander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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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

지휘권 | 指揮權 | 행정공통

Command Authority

지휘관이 계급과 직책에 의해서 예하 부대에 대

하여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 지휘는 가용 자

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군대의 운용, 편성, 지시, 협조 및 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며 부하 개개인의 건강, 

복지, 사기 및 군기에 대한 책임도 포함된다.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정밀 유도 무기

| 指揮統制通信computer情報監視貞察精密誘導武器 | 

무기체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Precision Guided Munitions

탐지-결심-타격을 연결하는 자동화체계로 감시

정찰정보체계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체계 간 

실시간 디지털 연동된 무기체계 또는 이와 관련

된 하부체계이다.

직구매 | 直購買 | 정책/제도

무기체계국외 도입 방법 중 하나로서, 국외에서 

개발·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

는 것을 말하며, 구매 형태에 따라 대외 군사 판

매, 상업 구매, 조달청에 의한 구매로 구분된다.

직무 향상 교육 | 職務向上敎育 | 행정공통

Job Training

직무와 관련된 신지식, 기술 및 교리 등의 습득

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

외 정부 및 민간 교육기관, 방위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국내실무위탁교육”과 

“해외연수교육”이 있다.

직접 경비 | 直接經費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 생산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으로

서 기계장치, 금형, 치공구 및 전용 구축물의 감

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설계비, 공사비, 기술

료, 연구개발관련원가,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

비, 외주가공비, 보관비, 설치비, 시운전비, 공식

행사비 등으로 구분된다. 

직접 노무비 | 直接勞務費 | 사업/계약관리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

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제

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특정 원가대상에 발

생하는 노무비로서 개별적으로 집계·추적이 가

능한 노무비이다.

직접 생산 | 直接生産 | 사업/계약관리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최종 계약목적물을 직접 

조립·가공(실질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등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고시 「중

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

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

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관련 심사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직접 원가 | 直接原價 | 사업/계약관리

마지막 특정원가목표로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원

가로서 이것은 완성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필수

적으로 노무비 또는 재료비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직접 인용 | 直接引用 | 사업/계약관리

Direct Cite

문서상의 자금원천으로 FMS Trust Fund의 인

용이다.

직접 재료비 | 直接材料費 | 사업/계약관리

당해 제품생산에 직접부과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계산이 가능한 재료비이다.

직접 절충 교역 | 直接折衷交易 | 정책/제도

Direct Offset

구매하고자 하는 군용물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이

전 및 부품생산수출 등에 관한 절충교역을 말한다.

직접 지원 | 直接支援 | 행정공통

Direct Support

지원 부대가 피지원 부대에 작전 통제나 또는 배

속되지 않았어도 피지원 부대의 지원 요청에는 

지원의 최우선권을 부여해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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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원 부대 | 直接支援部隊 | 행정공통

Direct Support Unit

1. 군수에 있어서는 중간시설을 거치지 않고 사

용 부대를 직접 지원하는 부대이다.

2. 한 단위 부대가 다른 한 단위 부대를 직접 지

원할 임무를 가진 부대이다.

직접 지원 정비 | 直接支援整備 | 행정공통

Direct Support Maintenance

직접지원 정비부대가 주로 장비를 정비 의뢰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로

서 직접지원 정비부대는 주로 현장수리, 주요 결

합체와 소결합체의 교환, 현지 사용부대에 대한 

부분품의 보급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사용

이 불가능한 결합체, 구성품 또는 완제품을 사용

이 가능한 품목으로 교환하여 줌으로써 사용부대

에게 직접 교환근무를 제공한다. 또한 사용이 불

가능한 부분품, 구성품 또는 결합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결합체와 구성품을 수리한다. 직접지원 

정비부대는 현장에서 수리할 수 없는 사용 불가

장비를 사용부대로부터 수리를 할 수 있는 지점

이나 폐품 수집소까지의 후송을 지원할 수가 있

다. 직접지원 정비부대는 장비의 상태와 부대정

비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대정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검사의 수행을 

돕는다. 정비검사의 실시는 모든 제대의 지휘책

임 사항이다. ☞ 일반지원 정비

직접비 | 直接費 | 사업/계약관리

Direct Cost

제품과의 관련에 따른 원가분류이고, 그 발생이 

제품과의 관련으로 직접적으로 인식되고, 또한 

파악할 수 있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추적하여 확

인할 수 있는 원가요소를 말한다. 이것에 반하여 

그 발생이 직접적으로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을 간

접비라고 한다. 제조원가 중에는 제조직접비, 총

원가 중에는 이밖에 판매직접비가 있다. 그밖에 

제조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로 분류되고, 직접재료비는 소비재, 매입부품비, 

원료비 등이, 직접노무비는 각종 용접공의 임금 

등이, 그리고 직접경비로는 외주가공과 특허권사

용료 등이 포함된다. ☞ 원가, 간접비

진단자 | 診斷者 | 사업/계약관리

Diagnostician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규

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

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

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진행중인 판매 케이스 | 進行中販賣case |

사업/계약관리

Open Sales Case

물자인도, 용역제공, 재무거래, 최종잔액증명서 

교부와 같이 거래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한 

계속 오픈된 것으로 지정된 케이스.

진화적 개발 | 進化的開發 | 정책/제도

Spiral Development

진화적 개발은 체계의 대상범위와 요구사항이 확

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계를 부분적으로 정의하

고 반복적으로 일괄 개발전략을 사용하여 체계를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요구사항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기술성숙도 예측이 곤란한 경우에 적

용하며, 소요제기시 최초 전력화 체계의 작전운

용성능만을 제시하고 성능개량 무기체계의 작전

운용성능은 단계별로 제시하여 추진한다.

진화적 개발 전략 | 進化的開發戰略 | 정책/제도

Evolutionary Acquisition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시기와 개

발 위험도를 고려하여 작전 운용 성능의 목표치

를 분할하여 동일한 개발 단계를 2회 이상 반복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하는 전략을 말한

다. 진화적 개발 전략에는 점진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이 있다.

진화적 작전운용성능 | 進化的作戰運用性能 | 

정책/제도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 보다는 시차별 소

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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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Block) 및 배치(Batch)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용어로서 무기체

계의 성능개량을 목적으로 설계 변경 시 구분하

기 위해 사용한다. 블록(Block)은 주로 지상·전

투기 및 유도탄에, 배치(Batch)는 함정에 주로 

적용한다.

2. 빌드(Build) : 진화적 개발전략에서 도입하고

자 하는 체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버전, 주로 기

능(업무)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전력화 단위로 적

용한다.

진화적 획득 | 進化的獲得 | 정책/제도

선진 획득개념의 하나로 완벽한 체계를 장기간 

개발하기보다, 시차별 소요제기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개발하고 새로운 첨단기술을 체계

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점증적 개발과 나선형 

개발 전략으로 구분한다.

질문 | 質問 | 정책/제도

Inquiry

국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의원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 묻고 답변을 요

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서면질문”이라 함은 의원이 회기 중에 정부

에 대한 구두질문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폐

회 중이라도 정부시책 등에 관하여 정부의 소견

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대하

여 서면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

122조)

2. “대정부질문”이라 함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2

조의 2)

3. “긴급현안질문”이라 함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

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을 말한

다.(국회법 제122조의 3)

질의 | 質疑 | 정책/제도

Question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나 보고자 등에

게 의문 나는 것을 물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집결지 | 集結地 | 행정공통

Assembly Area

부대가 차후작전을 위하여 편성하고 준비하기 위

하여 집결하는 장소이다. 작전 시 집결지는 통상 

명령하달, 전투편성, 급유, 재보급, 정비, 제독작

업 및 휴식 등 전투준비를 위하여 사용된다.

집계 단위 | 集計單位 | 사업/계약관리

최종원가대상의 원가산정을 위한 중간단계로서

의 원가대상을 말하며, 개인·부서·공정·건

물·기계장치·비목·사업·부문·제품군·제

품·활동 등을 집계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집권화 통제 | 執權化統制 | 행정공통

Centralized Control

단일 지휘 체제 하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통제의 

정도를 말한다.

집단 방호 | 集團防護 | 행정공통

Collective Protection

화생방 방어에 있어서 인원, 장비, 물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위부대 및 집단이 취하는 기

술과 방책을 말하며, 이를 위하여 화생방 대피호 

구축, 경보망 조직 훈련, 음식물, 보급품의 보호 

및 제독을 통하여 집단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 선하 증권 | 集團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Groupage BL

국제 복합 운송 업자가 같은 목적지로 가는 LCL

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을 모

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선적할 때 발행하는 

선하증권이다.

집중 군수 | 集中軍需 | 행정공통

Focused Logistics

미 합참의 합동 군사 작전의 수준에 맞추어 정밀

하게 맞춤화된 군수물자를 전달하여 위기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교리상의 새로운 군수 

지원 개념이다.

집합 원가 | 集合原價 | 사업/계약관리

Staging Cost

FMS 구매국에 선적하기 전에 미 국방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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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를 통합하는데 발생된 원가이다. 이는 재고

의 저장 및 통제, 입수물자의 통합에서 단일선박

으로 선적, 미본토내 수송과정에서 휴식 등과 관

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한다.

집행 | 執行 | 정책/제도

Execution

총사업비 관리계획서와 과목별 예산 또는 국회 

심의·의결로 성립된 해당년도 국방예산 각목명

세서에 의한 예산배정과 계약, 계약대금 지출, 납

품 및 준공, 정산까지의 전 과정을 말하며, 협의

의 집행은 계약 및 대금지출(정산)까지를 말한다.

집행 명령 | 執行命令 | 사업/계약관리

Execution Order

대통령, 주지사, 다른 행정기관에 의해 발령되어 

법 효력을 가진 규정 또는 규칙. 이는 헌법규정, 

조약, 법에 행정적인 영향을 미침. 조직 또는 행

정기관의 절차를 만들거나 수정하는데 사용되며 

법으로 일반적인 적용가능성을 가지기도 한다. 

1946년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따라 

모든 집행명령은 Federal Register에 게시되어

야 한다.

집행 문서 | 執行文書 | 사업/계약관리

사업 승인, 건의, 예산 집행에 관한 배정계획·

지침·건의·실적 보고·결산 보고 및 국방 관리 

회계에 관한 문서이다.

집행/시행 | 執行/施行 | 사업/계약관리

Execution

승인된 예산에 포함된 대로 프로그램 이행의 운

용을 말하며, 종종 예산집행(budget execution)

이라고도 불린다.

집행 잔액 | 執行殘額 | 사업/계약관리

승인예산 중 계약 및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말하며, 계약잔액과 지출잔액으로 구분

한다.

1. 계약잔액 : 승인액과 계약액의 차액

2. 지출잔액 : 계약액과 지출액의 차액

집행 준비 | 執行準備 | 사업/계약관리

사업별 세부 내용과 예산을 가격 조사, 협상, 도

입 방법/기종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승인 건의서 

작성, 결재 및 건의, 국방부 검토·조정(전력 계

획처 및 사업 관련 부서 검토·조정) 및 집행 추

진 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재권자가 사업 승인 

결재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집행 체계 | 執行體系 | 사업/계약관리

예산 편성이 완료된 사업 목표를 최소의 자원으

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집행 촉진 회의 | 執行促進會議 | 사업/계약관리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생기는 문제

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개최하는 회의

징발 | 徵發 | 행정공통

Requisi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

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건물, 토지, 물

자를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군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때, 보상을 지급하고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다.

징집 | 徵集 | 행정공통

Conscription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

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징후 | 徵候 | 행정공통

Indication

적의 취약성 및 적의 특정 능력 채택 여부를 지적

해 주거나 또는 지휘관의 방책 선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적의 활동 또는 어떠한 작전 지역의 

특성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증거를 말한다.

징후 및 경보 | 徵候및警報 | 행정공통

Indications And Warning

적의 취약성, 지휘관의 방책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의 활동 또는 어떠한 작전지역의 특성

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증거 및 그에 대한 

경보를 말한다. 

☞ IAW(Indications And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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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 借款 | 사업/계약관리

Credit

미 국무부, 재무부 및 국방부가 사안별로 승인한 

차관거래, 물자인도나 용역의 완료 120일 이후에 

수출판매에 대한 지불을 허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관 협정 | 借款協定 | 사업/계약관리

Credit Arrangement

미 정부가 외국 정부에 FMS 또는 직접상용판매

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약정된 신용한도를 선

불하는 협정를 말한다.

차기 고속정 | 次期高速艇 | 무기체계

☞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

차기 구축함 | 次期驅逐艦 | 무기체계

☞ 세종대왕급 구축함

차기 기뢰부설함 | 次期機雷敷設艦 | 무기체계

차기 기뢰부설함(MLS-II)은 원산급 기뢰부설함

의 후속으로 2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차기 다련장 | 次期多連裝 | 무기체계

Future MLRS

차기다련장은 향후 육군의 핵심 포병전력으로 운

용될 예정이며, 탄약 1발의 위력이 축구장 2개 

정도를 초토화 할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을 보유한 

무기체계로 ’09년도에 개발을 시작하여 ’14년경

에 전력화 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체계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신기

전을 현대화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이 깊은 사업

이다.

차기 수상함 구조함 | 次期水上艦救助艦 |

무기체계

차기 수상함 구조함(ATS-II)은 수상함 구조 및 

예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96년 8월 미국

으로부터 도입한 평택급 수상함 구조함(ATS)을 

대체할 예정이다. 국내기술로 건조하여 해군에 

인도 예정이며 함명은 “통영함”이다.

차기 전차 | 次期戰車 | 무기체계

Future Tank

현존하는 전차의 후속모델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현재는 K2전차, 혹은 흑표전차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된다.

차기 해상 작전 헬기 | 次期海上作戰헬機 |

무기체계

차기해상작전헬기는 인천급 차기호위함 탑재

용 해상작전헬기이다. 선정된 기종은 AW-

159(Wildcat)이며,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

의 다목적 헬기로 길이 15.22m,높이 4.04m , 

순항속도 259km이다. 대함유도탄, 어뢰, 기관

총 등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차기 호위함 | 次期護衛艦 | 무기체계

☞ 인천급 호위함

차단 | 遮斷 | 행정공통

Blocking / Interdiction

적이 어떤 지역 또는 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지 또는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차단선 | 遮斷腺 | 행정공통

Interdiction Line

적을 특정 지역에서 포착 섬멸하기 위하여 병력을 

배치하는 저지선으로서 지형의 특징, 가용 병력, 

기동력 및 적의 침투능 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차상위 영향 | 次上位影響 | 사업/계약관리

분석대상 수준보다 상위 품목의 작동 및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각 고장/손상 유형이 차상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가 기술되어야 한다.

착수 기본료 | 着手基本料 | 사업/계약관리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

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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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사업 | 着手事業 | 사업/계약관리

중기계획 기준 연도(F+2)에 최초로 재원(전력화 

준비비 제외)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착수 지원금 | 着手支援金 | 정책/제도

개발비지원사업 협약서 작성 후 지역벤처센터지

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역벤처센터가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착수금 | 着手金 | 사업/계약관리

1. Retaining Fee

2. Deposit Money

1. 「방위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행 

전에 계약 상대자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자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

2.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획득을 위한 계약

을 체결한 후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착수금 및 중도금 제도 | 着手金 및 中途金 制度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법 계약의 특례조항에 따라 체결된 방산

물자 및 무기체계 수리부속 조달, 연구개발 등의 

계약에 대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국고에서 

생산자금을 지원한 후 계약이행을 완료하면 그 

대가지급시 정산하는 업무이다.

참모 | 參謀 | 행정공통

Military Staff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되

었거나 파견된 장교들이며, 참모는 지휘관이 부

대 지휘의 막중한 책임과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

서도 지휘관의 의지를 자유롭게 실현하고,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이를 위

하여 참모는 항시 지휘관의 의도를 명찰하고 하

의상달을 도모하며, 상·하 의지를 일치시켜 임

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참모 각서 | 參謀覺書 | 행정공통

Staff Memorandum

사단급 이상 참모가 관할 전 부대 참모에게 조언 

또는 강조 사항을 수록한 문서이며, 발행 참모부

별, 발행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참모 감독 | 參謀監督 | 행정공통

Staff Supervision

지휘관 예하의 타 참모장교와 개인에 대하여 지

휘관의 계획 및 방침을 주지시키며, 이를 수행하

는 데 조력하고 그 수행 진도를 파악하여 지휘관

에게 조언함으로써 지휘관이 의도하는 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과정을 말한다.

참수리급 고속정 | 참수리級高速艇 | 무기체계

참수리급 고속정(PKM)의 기본 설계는 백구급 

후기형을 축소시킨 것으로 총 배수량은 170톤이

다. 1978년부터 코리아 타코마와 대우조선해양

에서 여러 모델이 건조되었다. 참수리급 고속정

은 건조 과정에서 대간첩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무장 시스템을 바꾸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초기

형, 중기형, 후기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대

한민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참수리급은 75척 

정도이며, 대부분 노후화된 상태다.

참여 국내 업체 | 參與國內業體 | 사업/계약관리

Korean Industry Participant

절충교역과 관련하여 부품생산·정비능력구비·

수출·타국의 물자정비·타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를 말한다. 이

때 부품생산의 경우는 하도급 생산(Subcontract 

Production)의 형태를 취하고, 단순한 상품구매

와는 구별된다.

참여 기관 | 參與機關 | 정책/제도

1. 개발비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기

업의 위탁 및 의뢰 또는 신청기업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신청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의미한다.

2. 당해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참여 기업 | 參與企業 | 정책/제도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

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475

ㅊ

창 순환 정비

참조 모델 | 參照 model | 정책/제도

Reference Model

각각의 아키텍처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

여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기준 및 분

류체계를 말한다.

참조 및 부분 서술형 식별 원인 부호 

| 參照및部分敍述形識別原因符號 | 정책/제도

Reference Partial Descriptive Method Reason Code

NIIN 부여시 참조형 식별 또는 부분서술형 식별

형태를 채택하게 된 원인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참조번호 | 參照番號 | 정책/제도

Reference Number

1. 생산자부호와 생산자가 부여한 부품번호

(PART NO), 모델번호(MODEL NO), 형태번호

(TYPE NO), 도면번호, 규격서 번호, 기타 기술 

자료의 번호 가운데 보급품의 식별과 검색 및 획

득에 필요한 자료를 합친 자료로서 보급품 식별

에 필요한 자료이며 어떤 제품에 대해 생산자에

게 발주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보급목록에 

인용하는 번호를 말한다.

2. 생산자, 공급자 및 설계통제기관 등이 부품, 

도면, 규격서, 기타 기술자료에 부여한 번호로서 

군수품의 식별과 검색 및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군수목록에 인용하는 번호를 말한다.

참조번호 교정부호 | 參照番號校正符號 |

정책/제도

Reference Number Justification Code

인지된 현 품목에 대한 이중부여 가능 조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품목식별이 발생할 수 있는 연

구개발의 가능성 및 정당성을 기록하기 위해 사

용하는 부호이다.

참조번호 범주부호 | 參照番號範疇符號 |

정책/제도

Reference Number Category Code

참조번호와 보급품의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부호

로 숫자 1부터 8까지, 알파벳 A, C부터 E까지로 

구성 된다.

참조번호 분류부호 | 參照番號分類符號 |

정책/제도

Reference Number Varition Code

참조번호에 의해 품목식별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는 단지 참고용으로만 부여된 것인지 등을 나

타내는 부호이다.

참조번호 조치기관 | 參照番號措置機關 |

정책/제도

Reference Number Action Activity Code

참조번호 부여에 필요한 도면, 기술문서의 보유, 

미보유 등을 확인한 부대/기관을 식별하기 위한 

부호이다.

참조번호 형태부호 | 參照番號 形態符號 |

사업/계약관리

Reference Number Format Code

기술 및 군수자료 체계 내에서 사용되는 참조번

호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창 | 廠 | 행정공통

Depot

보급품의 수령, 분류, 저장, 계정, 불출, 정비, 조

달, 제작, 조립, 연구 또는 폐품 활용을 위한 업

무 중 하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규모의 저장 또는 정비 시설을 갖춘 부대

를 말한다. 통상 군 및 야전 군급 보급 지원 부대

에 보급창, 기지창, 탄약창 또는 정비창 등의 명

칭으로 사용한다.

창 수리율 | 廠修理率 | 행정공통

Depot Repair Percent

수리 순환 품목의 요수리품 총 입고 대비 사용 

가능화 된 품목의 비율로서 과거 3년 간의 창

수리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다. 계산 식은 다음

과 같다. DRP = (수리 완료량(RTS) /(수리 완

료량(RTS) + 수리 못한 수량(NRTS) + 폐품량

(COND))) × 100(%). ☞ DRP

창 순환 정비 | 廠循環整備 | 행정공통

창순환 정비는 주행 거리(Km) 도래시 장비 상태

를 검사한다. 정비 제대는 정비창에서 실시하고 

정비 범위는 오버홀 정비이다. 예를 들어 전차의 

경우는 9,600Km, 장갑차의 경우 8,000K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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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의 경우 6,400Km 도달시 실시한다.

창 정비 | 廠整備 | 행정공통

Depot Maintenance

정비 개념 중 최상위의 정비 단계로 대규모 정비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하위 정비 단계의 능

력을 초과하는 정비에 대한 기술 및 정비 지원을 

담당하는 완전 복구 및 재생 정비의 단계이며, 

이는 장비의 조달 소요를 감소시킨다. 주로 군창

에서 실시하나 지정된 민영 방산 업체가 담당하

기도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야전 정비 부

대의 정비 능력 초과분을 지원하며 주 작업은 상

태 판단, 분해, 수리, 개조, 재생, 추려쓰기, 부품 

제작, 기술 지원 등이고 완전 복구 및 재생 정비

의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한다. 1. 결

합체와 부분품의 신품, 분해 수리품 또는 재생품 

등을 사용하여 물자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 

2. 설계나 조립의 변경을 포함하는 물자의 수정. 

3. 구성품의 교환과 보다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탄약 및 특수 무기의 정비. 4. 창 재고품에 대한 

사소한 수리(분해 수리). 5. 창 재고품의 사용 가

능성에 대한 시험과 저장 중 정비. 6. 야전 정비 

부대의 기술 능력이나 작업 능력에 초과되는 정

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 DM(Depot Maintenance),

창 정비 계획 | 廠整備計劃 | 행정공통

Material Repair Schedule

연간 국내 창 정비 계획으로 군 정비창과 민영창

의 전체를 의미하나 통상 군 정비창 창정비 계획

으로 통용된다. 무기체계및 장비를 운영 중에 발

생한 요수리 장비, 보기류 등을 해당 정비창에

서 정비하여 사용가능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계

획으로서 해외 창수리 의존 품목이었으나 국내 

능력이 구비되어 보급원이 국내로 전환된 품목

에 대하여 해당 정비창에서 연간 창정비 대상품

목 및 수량을 작성한 창정비 계획서를 말한다. 

창 정비 계획은 항공기 창 정비 계획(TPS), 기관 

창 정비 계획(EOS), 보기 재생 계획(Accessory 

Overhaul Schedule), 지상 지원 장비 재생 계

획(Age Overhaul Schedule) 및 부품 제작

(Manufacture)이 포함된다. ☞ MRS

창 정비원 | 廠整備源 | 행정공통

창정비의 수행 구분(군직, 외주)

창급 정비 | 廠級整備 | 사업/계약관리

Depot Level Maintenance

주요 정밀검사를 요하는 물자, 완전한 부품의 재

구성, 조립, 완성품, 요구된 대로의 수리부속의 

제조, 개량, 시험 및 재생을 포함하는 물자에 행

해진 정비이다. 보다 낮은 수준의 정비에서 통

상적으로 가용한 것보다 높은 기술을 가진 인력, 

보다 광범위한 장비 및 시설을 제공한다.

채권 양도 | 債權讓渡 | 사업/계약관리

1. “민법 제449조” 및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체결한 계약상

대자가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발생하

게 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는 제도이다.

2.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계

약으로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채무 이행 승인서(지불 의무 권한) 

| 債務履行承認書(支拂義務權限) | 사업/계약관리

Obligation Authority

미 국방재무회계본부(DFAS)-DE/I가 설정한 가

치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내에서 국가의 신탁자

금에 대해 발생하게 될 지불의무를 DFAS-DE/I

로부터 이행기관으로 허용하는 권한을 말한다.

☞ OA(Obligation Authority)

책임 감리 | 責任監理 | 사업/계약관리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

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

여 감리 전문 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 도서, 기

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등

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

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공사 감리의 

내용에 따라 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전면 

책임 감리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부

분 책임 감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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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증 | 責任保證 | 사업/계약관리

미 국방부의 판단으로 외국정부 또는 국제조직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

을 것이라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면, 새로운 생

산 계약 또는 그런 계약의 어떤 손실에 관해 미 

정부를 확신시킬 국방용역의 수행에 대한 계약의 

전액을 지불하기 위한, 그리고 계약에 의해 요구

될 수 있는 시기와 양(금액)을 가용한 자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할 수 있

는 손해와 비용에 대한, 외국정부나 국제조직에 

의한 확실한 책임.

책임 연구원 | 責任硏究員 | 사업/계약관리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

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

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책임 운영 기관 제도 | 責任運營機關制度 |

정책/제도

Executive Agency System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기 위한 것이 책임 운영 

기관이다. 책임 운영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

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책임 인수 조건 | 責任引受條件 | 사업/계약관리

Dependable Undertaking

신규 조달 및 용역판매와 관련된 계약금액 전부

를 지불 확약하는 조건으로 계약으로 인한 모든 

손실의 지불을 보증하고 취소시 조달물자의 인

수책임 등 구매자가 조달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자원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조건임(일반

적으로 우리나라 FMS 조건은 인도전 대금 지급

[Cash prior to delivery] 조건과 함께 이 조건

이 포함됨).

책임 할당표 | 責任割當表 | 정책/제도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작업분할구조와 조직분할구조 사이의 관계를 나

타낸 도표

처분 | 處分 | 행정공통

Disposal / Disposition

용도 폐지, 매각, 철훼, 양여, 멸실, 기타 재산의 

이관 등으로 인한 국유재산의 감소 행위를 말한다.

천궁 | 天弓 | 무기체계

MSAM1K

지대공 유도무기는 침투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유

도탄체계를 이야기 하며, “천궁”은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중거리급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후

속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2006년도부

터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최신형 유도무기이다. 

“천궁”은 대대급 장비인 작전통제소와 포대장비

인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발사대 및 유도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 최첨단의 기술

들이 적용되었다.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만 이

러한 신 개념의 중거리 방공유도무기를 개발했거

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천궁”을 개발함으로써 방공유도무기분

야에서 이러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

게 되었다.

천둥 | 무기체계

Thunder

K-9자주포의 통상명칭이다.

천마 | 天馬 | 무기체계

천마는 표적 탐지부터 사격까지 모든 과정을 자

동으로 수행하는 단거리 유도무기체계로서 단거

리 지대공 유도무기(K-SAM1)의 통상명칭이다.

천무 | 天無 | 무기체계

장사거리, 고위력 및 정밀 타격능력을 보유한 향

후 육군의 주요 화력 무기체계로 (주)한화가 체

계종합 및 유도탄, 무유도탄 분야 개발업체로 선

정되었으며 차기다련장 XK-239의 통상명칭이다.

천지급 군수지원함 | 天地級軍需支援艦 |

무기체계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용하던 구형 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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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수송 지원대 

함(AO)의 노후와 능력의 제한으로, 1980년 신형 

군수지원함(AOE)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85

년 12월 국내건조로 획득방법이 결정되었으며, 

1990년 12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번함을 인수

하여 취역시켰다. 해상작전세력의 지속적인 임무

수행 지원을 위한 유류, 청수, 탄약, 식량에 대한 

신속한 군수지원임무를 수행한다.

철도 수송 지원대 | 鐵道輸送支援隊 | 행정공통

Railway Transportation Support Center

책임 지역 내의 모든 철도 이동 사항을 조정, 협

조 및 통제하며, 예하 철도 수송지원반을 지휘 

통제, 지역내 의 수송 소요 접수 처리 및 조정, 

중계, 피지원 부대 및 지원 수송 기관과 협조, 기

타 부여된 이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송 단위

대를 말한다.

첨단 기술 시범 | 尖端技術示範 | 정책/제도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1. 군사능력의 향상 또는 비용대비 효과의 향상

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첨단기술을 시범하는 

것을 말한다. 2. 체계획득과정이 아닌 과학기술

자금을 이용하는 비공식적 획득과정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술적 타당성과 기술적 성숙여부

를 시범보이는 것을 말한다.

청구 | 請求 | 행정공통

Application / Claim; Request

보급품 또는 근무 지원 등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것, 또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

간에 필요로 하는 품목의 총 수량을 산정, 이를 

획득하기 위하여 보급 지원 부대에 제기하는 활

동을 말하며, 청구 종류에는 초도 청구, 보충 청

구, 특별 청구, 불가동 청구 등이 있다.

청구 대기 시간 | 請求待機時間 | 행정공통

Requisition Wait Time

도매나 재분배를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FDP(Forward Distribution Point) 청구에 대

한 만족도를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공급망 내 성

과측 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객 대기시간

(CWT)의 하위 개념이다. ☞ RWT

청구 목표 | 請求目標 | 행정공통

Requisition Objective

현 보급 운영을 지속하고 예상되는 미래의 수요

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발주(發

注) 중에 있어야 할 보급품 수량 또는 보급 일수

를 말한다. 소분배 계통에서 보급 수준은 운영 

수준, 안전 수준, 발주 및 수송 시간 등으로 보

급 수준 청구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청구 목표

(RO) = 운영 수준(OL) + 안전 수준(SL) + 발주 

및 수송 시간(OST) ± 특별 수준). ☞ RO

청구 및 불출 우선 순위 | 請求 및 拂出優先順位 |

행정공통

Issue Priority Designator

부대 임무 우선 순위와 물자 소요의 긴급 순위에 

따라 물자의 청구와 불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

정한 순위를 말한다. 1. 긴급 신청 : 01~03. 2. 

준급 신청 : 06. 3. 보통 신청 : 13. ☞ IPD

청구 보급 제도 | 請求補給制度 | 행정공통

Requisitioning Supply System

보급품의 사용 부대가 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보급품을 청구함으로써 지원부대로부터 수령·

획득하는 보급 제도를 말한다. 청구 보급 제도는 

사용자가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청구하여 사용함으로써 보급에 대한 주

도권은 사용 부대에 있으며 지원부대는 사용 부

대가 청구하리라고 예상되는 품목의 수량, 시기

를 예측하여 미리 확보하고 사용 부대의 청구를 

기다려 이를 지원하므로 수동적인 입장에 있게 

된다.

청렴 관련 활동 | 淸廉關聯活動 | 정책/제도

조직과 개인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활동으로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 신고, 청렴

의식 제고 활동, 자체청렴도 조사결과 및 청렴정

책관련 협조 등을 말한다.

청렴 마일리지 | 淸廉 mileage | 정책/제도

청렴 관련 활동에 대해 동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여된 점수를 말한다.

청상어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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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Shark

청상어는 초계함급 이상의 수상함과 헬기 및 해

상초계기에서 발사되어 수중의 잠수함 표적을 공

격하는 최첨단의 수중유도무기이다. 청상어는 국

내 독자개발의 무기체계로서. 선진국에서 개발된 

최신의 경어뢰와 비교시 속도, 항주거리, 탐지성

능 등 제반 성능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청약 | 請約 | 사업/계약관리

Offer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자기의 요구 조건

을 제시하는 의사표시로 계약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

립되지는 않는다.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

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

약할 손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은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져도 좋으나 상대방이 승낙을 하

기 전 임의로 이를 함부로 철회할 수는 없다. 이

것을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할 수 

없다. 이는 청약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유지하

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청약 및 수락서 | 請約 및 受諾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FMS 구매에 있어서 미국정부가 구매국에 물자 

및 용역의 판매의사를 표시하는 청약문서를 말

하며, 구매국이 이를 수락한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일반적으로 오퍼로 불리어짐).

청원 | 請願 | 정책/제도

Petition

국민이 국회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

무원의 비위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

벌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

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

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제시 및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제123 

126조, 청원법 제4조)

청탁 | 請託 | 정책/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소개 행위 또는 부탁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해진급 잠수함 구조함 | 淸海鎭級潛水艦救助艦 |

무기체계

1993년 5월 209급 잠수함이 취역하여 한국 해

군에 잠수함 시대가 열리게되었고, 잠수함 구조

함(ASR)은 잠수함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함정이었

으므로, 잠수함 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진행되어 

1996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300톤급 잠수

함 구조함(ASR) 청해진함을 인수하여 취역시켰

다. 청해진함에는 300m까지 잠수함 구조가 가

능한 심해 구조정(DSRV :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이 탑재되어 있다.

체계 | 體系 | 정책/제도

System

1. 주어진 임무유형과 운용형태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품목, 결합체(또는 세트) 숙련

도, 그리고 기술이 합쳐진 구성체를 말한다. 하

나의 완전한 체계에는 그 체계 본연의 운용 / 비

운용 또는 지원환경에서 독자적인 운용에 소요

되는 시설, 품목, 재료, 용역 및 인원 등이 포

함된다. 체계는 체계의 체계(SoS, System of 

Systems), 체계군(FoS, Family of Systems), 

부문(Segments), 부체계(Subsystems), 그리고 

구성품 (Component)으로 구성된다. 모든 체계

는 다음의 두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는 데,

(1) 획득자에 의해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

는 최종제품, 또는 최종제품의 창출, 구현, 그리

고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들의 세트, 혹은 

최종제품의 집합체

(2) 체계의 개발, 생산, 시험, 배치 및 최종제품

의 지원(최종제품을 사용하는 운용자 및 정비인

력에 대한 교육훈련,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최

종제품의 도태 혹은 폐기 등)과 같은 체계와 관

련된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보조제품) 

최종제품과 최종제품의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

는 제품 모두 적절히 개발 혹은 재사용될 수 있

다. 체계는 암묵적으로 개발, 생산, 시험, 운용, 

지원, 도태, 체계의 기능과 관련된 인원들의 교

육 훈련 간에 인원을 포함하며, 동시에 이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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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관련된 인적요소 이슈들과 관심사항을 포함

한다. 이와 같은 인원과 인적요소 이슈들은 기술

검토 과정 중에 다루어지게 된다.

2.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각기 다른 것을 계통적

으로 통일한 조직을 말하며, 체계와 체제는 대단

히 유사하나, 그 내용에 따라 구분 사용하여야 

함. 체계는 복잡한 현상을 원리에 의하여 정렬한 

것을 말하며, 체제는 운용 형태나 양식을 기준으

로 한 것을 말한다.

체계 계층 구조 | 體系階層構造 | 사업/계약관리

System Hierarchy

어떤 특징 체계는 계속하여 좀 더 낮고 덜 복잡

한 수준의 부문들 또는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계층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계층구조에 속

한 각각의 계층은 해당 계층의 설계자 입장에서

는 하나의 ‘체계(system)’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에 대규모 복잡한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에 대한 계층

구조가 조기에 정의되어야 한다.

1. 계층구조 / 계층적 수준(Hierarchy / Hiera-

rchical Levels)

사물의 관계 순서 속에서 상위 또는 하위품목과 

특정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품목과의 관계를 말

한다.

2. 임무(Mission)

개개의 체계 혹은 체계들의 그룹 운용을 통해 달

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표들의 집합

3. 체계(System)

운용상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혹은 지원하는 능력

이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인원, 그리

고 기술들의 복합체. 완전한 체계에는 관련된 설

비, 장비, 물자, 용역,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그

리고 인원을 포함하며 의도된 운용 또는 지원 환

경에서 독자적인 충족능력이 있는 단위로 간주된

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체계

가 요구될 수 있다.

4. 부문(Segment)

밀접하게 관련되고 종종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상

호작용하는 요소(Element)들의 집합을 말한다. 

이는 몇 개의 조직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된 요소들로 구성될 수 있다.

5. 요소(Element)

운용상의 역할 혹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부체계(Subsystem)의 완전하고 통합된 

세트를 말한다.

6. 부체계(Subsystem)

하나의 요소(Element) 내에서 하나의 주요한 기

능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된 구성품(Component)

들의 기능적 그룹을 말한다.

7. 구성품(Component)

기능상 부체계(Subsystem)의 일부이며, 일반적

으로 부체계 작동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품

목들의 독립적인 조합을 말한다. 분석, 제조, 시

험, 혹은 기록유지 목적상 하나의 개체로 보는 

기능 단위이다.

8. 부품(Part)

정상적으로 본래 지정된 용도의 손상 없이 일반

적으로 더 이상 하위단위로 분류하거나 혹은 해

체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말한다.

체계 관점 아키텍처 | 體系觀点architecture | 

정책/제도

System View Architecture

체계와 체계간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며 체계관

점은 복수의 체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운용되

는 지를 보여주고 아키텍처내의 특정한 체계에 

대한 내부구성과 운용을 말한다.

체계 구조(아키텍처) | 體系構造(architecture) |

정책/제도

System Architecture

운용구조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화 소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적용한 결과로서, 

모든 노드(컴퓨터, 단말기, 교환기 등)의 구분 및 

물리적 전개(배치), 각 노드에서 운용되는 응용

체계 및 데이터의 분산, 노드간의 물리적 연결성

(통신망체계 등)을 명시한 것이다.

체계 국산화 | 體系國産化 | 정책/제도

개발단계 또는 양산단계에서 최종조립업체가 자

체인력 또는 여타 국내업체의 인력을 사용하여 

최종대상체계(또는 최종 대상체계의 시제품)를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과 양산단계에서 자체 보유

한 체계생산기술(조립기술포함)을 사용하여 최종

대상체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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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규격 | 體系規格 | 사업/계약관리

System Specification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적, 성능적,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대한 특징을 기술한 문서이다. 기능적 측

면에 대한 인터페이스 및 운용 및 유지보수 개념 

및 기능분석의 결과물이 포함된다.

체계 규격서 | 體系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System Submission Specification

1.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소요 체계의 개념을 명확히 한 문서. 체계의 구

성, 상세 기능, 개발 시 고려 사항, 체계 간 상호 

연동성 및 표준화 검토 사항, 운용 유지 보수 계

획, 소요 예산 등이 수록되어 있다.

☞ SSS(System Submission Specification)

2. 체계의 최상위 규격서로서 무기체계의 기술, 

성능, 운용 및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

되는 문서이다. 체계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인터

페이스와 운용 및 유지보수 개념, 기능분석의 결

과물이 포함된다.

체계 기능 검토 | 體系機能檢討 | 사업/계약관리

System Function Review

작전운용 요구능력 개발서(CDD)에 정의된 모든 

체계 및 성능 요구조건이 비용, 일정, 위험 및 기

타 체계 제약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체

계의 기본설계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체계 대안/개념 검토 | 體系代案/槪念檢討 |

사업/계약관리

Alternative System Review

체계요구사항이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되

고, 획득 프로세스의 기술개발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기술검토이다.

체계 분할(분해) 구조 | 體系分割(分解)構造 |

사업/계약관리

System Breakdown Structure

체계를 구성하는 부체계 구성관계를 계층적으로 

나타낸 구조이다. 제품 분해구조는 장치 명칭이

나 기술적 솔루션이 포함된 용어가 사용되는데 

비해 체계분할구조는 기능이나 역할 중심으로 표

현된다.

체계 설계 | 體系設計 | 사업/계약관리

System Design

1. 방법, 절차 또는 기술의 조합을 조정하는 것으

로서 조직화된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된 

상호작용에 의해 통일된다.

2. 시스템의 정의와 요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시스템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전체적 구조

(architecture), 구성 요소, 모듈, 인터페이스 등

을 규정하는 작업 과정이다.

체계 설계 검토 | 體系設計檢討 | 사업/계약관리

System Design Review

1. 무기체계설계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서, 

체계 운용 방법, 절차 또는 기술의 조합을 조정

하는 것이다. 조직화된 통일체를 형성하기 위한 

검토 단계이다. ☞ SDR

2. 예비설계검토 이후 설정된 체계 수준의 설계

에 대하여 최적성, 추적 가능성, 상호 연관성, 완

벽성 및 위험성 등을 평가/검토하는 절차이다. 

체계가 복잡한 경우 개발단계에서 최초 검토하

고, 구성품 단위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설비, 인원, 초기 군수지원 고

려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요구사항(운용.유

지.시험.교육 등)을 포함한다.

체계 성능 규격서 | 體系性能規格書 |

사업/계약관리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방위사업청에서 개발자에게 제시하는 체계 성능

요구사항을 종합한 문서이다. 소요군 및 합참에

서 제시된 소요결정문서의 내용을 포함하며, 선

행연구단계의 요구사항 정제 및 개념분석 활동에 

의해 정제되고 분석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개

발자는 성능규격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

야 한다.

체계 성능 요구서 | 體系性能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Performance Specification

개발자에게 제시하는 체계 요구사항을 종합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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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아키텍처

서이며 소요군 및 합참에서 제시된 소요결정문서

의 내용을 포함하며, 선행 연구단계의 요구사항 

정제 및 개념분석 활동에 의해 정제되고 분석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개발자는 성능규격을 만족

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체계 아키텍처 | 體系Architecture | 정책/제도

System Architecture

업무 아키텍처에 의하여 제시된 정보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적의 가용 기술을 적용한 결

과로서, 모든 노드(컴퓨터, 단말기, 교환기 등)의 

구분 및 물리적 전개(배치), 각 노드에서 운용하

는 응용체계 및 데이터의 분산, 노드간의 물리적 

연결성(통신망체계 등) 등을 명시한 것.

☞ SA(System Architecture)

체계 영향 | 體系影響 | 사업/계약관리

고장/손상 유형이 체계의 작동, 기능, 상태에 미

치는 전체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체계의 작동 

능력 및 임무 완료 능력에 영향을 주는 필수 기

능의 고장/손상 유형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판단

되어야 한다.

체계 요구사항 | 體系要求事項 | 사업/계약관리

소요군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되고, 기술적인 표현으로 정리된 요구사항을 

말한다.

체계 요구사항 검토 | 體系要求事項檢討 | 

사업/계약관리

체계 요구사항 정의의 진척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기술검토 회의이다. 탐색개발 단계에

서 수행되나 체계개발단계 초반에 다시 수행될 

수 있다. 예비 체계규격서에 기술된 체계 요구사

항을 평가하고 체계요구사항이 기술개발의 결과

와 일관성을 갖는지와 기술수준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한다. 체계 요구사항검토

(SRR)를 통해 체계규격서가 확정된다.

체계 요구서 | 體系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System Requirements Document

소요군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도출되고, 기술적인 표현으로 정리된 요구사항을 

정의한 문서이다.

체계 통합 | 體系統合 | 사업/계약관리

System Integration

기업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

어, 통신망, 전산인력 등의 전산자원을 일의 목

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

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는 과정까

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체계 품질 보증형 | 體系品質保證型 | 정책/제도

국방 품질 보증 형태에 있어 군 전용 품목 중 무

기체계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

는 긴요, 복잡 품목을 말한다.

체계개념 연구 | 體系槪念硏究 | 사업/계약관리

장기 소요 제기 과제 중 대상 무기체계가 없거나 

한국적 무기체계로 도출된 무기체계에 한하여 체

계개념을 형성하는 연구 단계를 말한다.

체계개념 형상 연구 | 體系槪念形象硏究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소요 기획 단계에서 무기체계개발 착수 

이전에 수행하는 연구로서, 가용 정보와 교리를 

바탕으로 미래 전쟁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략적

으로 구상하고, 이의 개발·획득·운영·성능 개

량·폐기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시하며, 

무기체계전 순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무기 운용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개념적인 연

구이다.

체계개발 | 體系開發 | 사업/계약관리

Full Scale Development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개발시험평가와 운용

시험평가를 거쳐 양산(量産)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말한다.

체계개발 개념 연구 | 體系開發槪念硏究 |

사업/계약관리

System Development Concept Research

장기 소요 제기 과제 중 대상 무기체계가 없거나 

한국적 무기체계로 도출된 무기체계에 한하여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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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견 로봇

계개발을 위한 개념을 연구하는 단계로서, 개략

적 작전 운용 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조사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단계이다. ☞ LOA

체계개발 기본 계획서 | 體系開發基本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체계개발단계시 제일 먼저 작성해야 할 서류로서 

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체계공학 계획(SEP)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관리 계획

2. 체계공학 담당인력 및 조직 구성

3. 기술적 베이스라인 관리

4. 기술검토 관리

5. 사업관리 통합

(1) 예상되는 위험식별 및 관리계획

(2)종합군수지원개략계획

(3)체계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시험평가 항목

(4)전력화 지원요소 개발 계획

체계개발 단계 | 體系開發段階 | 사업/계약관리

소요결정 절차에 의하여 중기소요로 결정된 무기

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만족토록

설계·시제품제작·시험평가를 통해 양산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개발하는 단계로서 설계를 통해 

체계의 통합성을 확인하고 부품에서 체계에 이르

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통해 작전운용

성능을 검증한다.

체계개발 동의서 | 體系開發同意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s Of Agreement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체계개발 착수

에 방위사업청, 소요군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운영개념·요구제원·성능·소요시기·기술적 

접근방법·개발 일정계획 및 전력화 지원요소와 

비용분석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공동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체계개발 실행 계획서 | 體系開發實行計劃書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사업추

진 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및 체계개발 

동의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

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

업의 제약조건(기간·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 주관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이다.

체계공학 | 體系工學 | 사업/계약관리

System Engineering

1. 복잡한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요

구분석, 설계, 제작, 체계종합, 평가 등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스템을 개발, 생산, 검증, 폐기하는데 필요

한 모든 기술적 노력을 통합하여, 이는 비용, 일

정, 성능 및 위험도를 통해 프로세스와 제품조합

이 상호 균형 잡히게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즉,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

련된 모든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분야 간 종합적 접근법이다.

체계공학 계획 | 體系工學計劃 | 사업/계약관리

System Engineering Plan

체계공학 수행 방안을 서술하는 구조화된 문서로 

조정된 체계공학 프로세스 및 활동, 수명주기 또

는 개발단계 및 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을 정의한

다. 방위사업청에서 작성되며 연구개발주관기관

은 방위사업청의 체계공학계획(SEP)에 의거하여 

체계공학 관리계획(SEMP)를 작성한다.

체계공학 관리계획 | 體系工學管理計劃 |

사업/계약관리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해당 무기체계 획득사업에서 요구되는 모든 공학

적 활동의 관리 방안 및 수행방안에 대해 정의한 

포괄적인 문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의해 작성되

며 방위사업청의 체계공학계획(SEP)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체제 | 體制 | 행정공통

Organization, System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하여 볼 때 그 조직의 

양식 또는 사회조직을 말한다. 예) 사회주의 체제

초견 로봇 | 初見로봇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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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전방지역 감시경계를 목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ADD) 국방무인기술센터에서 핵심기술 응용연

구(’09~’12)를 통해 개발을 완료한 로봇을 말한다.

초과 | 超過 | 행정공통

Excess

청구 혹은 적송 문서 상에 기재된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이 수입된 경우이다. 즉, 물자 인도 시에

는 초과된 증거가 없었으나 적송 문서상에 기재

된 대로 개봉하여 내용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초과량을 말한다.

초과 국방물자 | 超過國防物資 | 사업/계약관리

Excess Defense Articles

군사원조나 판매요구(청구)에 대한 예상(이행)

으로 조달되지 않은 미 정부 소유의 국방물자. 

EDA는 우방국이나 국제조직에 불출하기 위하여 

보급기관에 의해 재고창고에 불하된 시점에서 모

든 군의 승인된 획득목적과 승인된 보유재고를 

초과하는 품목들을 말한다.

초과 수령자금 | 超過 受領資金 | 사업/계약관리

Unearned Advance

발생원가보다 더 많이 징수/수령한 돈이다.

초과 자금 | 超過資金 | 사업/계약관리

Excess Fund

물자도입 완료 후 케이스별 정산시 물자인도 

금액보다 초과 지불된 자금으로 유보자금계정

(Holding Account)에 입금되는 케이스 종결잔

액과 오퍼수정 또는 오퍼금액 하향 조정에 따른 

오퍼금액 대비 초과 지불된 자금을 말한다.

초과율 | 超過率 | 정책/제도

검사 또는 시험 결과 품질 특성이 계약 기술 요

구 조건(규격치)에 비해 초과되는 비율이다. 

초과율=(규격치-분석(검사)치))/규격치× 100(%).

초기 고장 배제 | 初期故障排除 | 행정공통

Burn-in

품목의 원활함을 좋게 하고 특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용 전에 일정 기간 동작시키는 것을 말

한다. 더욱이 이것은 선별 검사(Screening)에도 

도움이 되며, 사전 조건 처리라고도 한다.

초기 운용시험평가 | 初期運用試驗評價 |

정책/제도

Initial Operation Test And Evaluation

시제품이나 시험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실제 작전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실제 운용 

요원에 의해 초기에 실시되는 운용시험평가를 말

한다.

초도 배치 일자 | 初度配置日字 | 사업/계약관리

First Unit Equipped Date

체계 또는 완제품과 지원 요소들이 지정된 최초 

운용 부대에 인도되고, 신규 장비 훈련 계획서에 

규정된 훈련이 수행되는 시점이다.

초도 보급 | 初度補給 | 행정공통

Initial Supply

임관(任官), 입대(入隊), 복제(服制)가 변경되는 

진급자 및 증·창설 부대의 특수 소요 요청에 의

거 보급 승인된 부대에 과거에 지급한 경험이 없

는 보급품을 최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초도 보급소요 | 初度補給所要 | 행정공통

Initial Supply Requirement

초도 보급소요는 보급품의 초도 불출이나 초도 

불출의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한 소요이다. 초도 

보급소요는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그

리고 기타 인가표에 의하여 결정되며, 정확한 산

정은 부대의 초도 보급 부족을 방지하고 또한 보

충 및 소모 소요 그리고 예비 소요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초도 보급소요 산정 시 고려 사

항은 편성 및 장비표, 분배 및 배당표, 부대의 보

급품 보유 현황, 부대 창설 일자 및 보급품 소요 

시기 등이다.

초도 생산 | 初度生産 | 사업/계약관리

연구개발(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에 의한 획

득사업의 해당 사업 계획물량 중 후속 양산 전에 

최소 전술단위 수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초도 생산 시험 | 初度生産試驗 | 정책/제도

초도 생산품에 대한 품질보증 여부를 판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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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초도 생산품 | 初度生産品 | 사업/계약관리

Initial Product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양산체계를 갖춘 

생산 설비에서 실용 시제품과 동질의 물품이 생

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산에 앞서 처음으

로 소량을 생산해 보는 제품을 말한다.

초도 소요 | 初度所要 | 행정공통

Initial Requirement

편제 부대 및 인력에 대한 최초 필요한 양을 말

하는 것으로 편제(인가) 소요와 작전 계획 소요 

및 보급 수준 소요로 구분한다.

초도 시험평가 | 初度試驗評價 | 정책/제도

Initial Test and Evaluation

초도 양산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로 개발 시

험평가 항목과 운용시험평가 항목 중에서 초도 

양산 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항목만을 실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초도 양산 | 初度量産 | 사업/계약관리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 사업의 당해 사업 계획 물

량 중 최초(초도)에 사업 승인된 물량을 양산하

는 것을 말한다.

초도 청구 | 初度請求 | 행정공통

Initial Requisition

현재까지 소요가 없던 품목을 최초로 청구할 경

우를 말하며 이 때 청구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소요 자료가 명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1. 재고 번

호 2. 품명 3. 단위 4. 단가 5. 소모성 부호 6. 수

요 구분 7. 부분품 번호 8. 제작 회사명 및 부호 

9. 장착 수량(QPA) 10. 기술 지시(TO) 11. 도해 

번호(Figure Index Number) 12. 쪽 번호(PN).

초소형 위성 | 超小型衛星 | 무기체계

Very Small Size Satellite

고도 500∼1500㎞의 저궤도를 이용하는 무게 

500kg 이하의 위성. 미니위성(100∼500kg), 마

이크로위성(10∼100kg), 나노위성(10∼1kg), 피

코위성(1kg 이하) 등으로 나뉘며, 짧은 개발기간

과 개발비용이 저렴하고, 고성능·저위험 등의 

장점이 있어 지구관측과 저궤도 위성 이동통신, 

우주과학실험 등 모든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초입금 | 初入金 | 사업/계약관리

Initial deposit

적합한 외국 국가에 의해 국방물자, 용역 또는 

계약된 훈련을 위한 전액 또는 부분 지급으로 

LOA와 동시에 미 재무부 또는 다른 인정된 기관

으로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초저고도 비행 | 超低高度飛行 | 무기체계

Skimming Flight

유도무기나 항공기가 목표에 접근할 때 레이더 

등의 감시체계로부터의 탐지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지면이나 해면에 가능한 한 가깝게 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청 여행 명령 | 招請旅行命令 | 사업/계약관리

Invitational Travel Order

승인되고 자금조달된 IMET 또는 FMS 프로그램

하에서 훈련목적으로 이동하는 국제군사학생을 

위한 문서이다.

총 국산화율 | 總國産化率 | 정책/제도

총 조달 가격에서 생산에 사용된 부품 소재 및 

기술 도입에 등에 소모된 외화 총 지출액을 제외

한 금액의 총 조달 가격에 대한 백분율(%)이다. 

총국산화율 = (총조달 가격 - 외화 총지출액)/총

조달 가격 × 100(%).

총 사업기간 | 總事業期間 | 정책/제도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총 사업비 | 總事業費 | 정책/제도

국가가 전문기관을 통해 주관기업 및 협력기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기술·경영지원 및 시험

평가 비용, 전문기관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지

급하는 사업운영비 및 조사·분석비와 주관기업

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의 총액을 말한다.

총 사업비 관리지침 | 總事業費管理指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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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

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 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된 지침을 말한다.

총 생산량 | 總生產量 | 사업/계약관리

납품량 불량 시료량을 포함한 당해 총 생산된 전

체 제품 부품 수량

총 소요 | 總所要 | 행정공통

Gross Requirement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전체. 

☞ GR(Gross Requirement)

총 소요 목록 | 總所要目錄 | 행정공통

Gross Requirements List

제품의 생산 수량이 결정되면 그것을 부품 전개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필요한 전체 목

록. ☞ GRL(Gross Requirements List)

총 소요량 | 總所要量 | 행정공통

Total Quantity Of Demand

제품의 생산 수량이 결정되면 그것을 부품 전개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필요한 총 수

량. ☞ TO(Total Quantity Of Demand)

총 원가 | 總原價 | 사업/계약관리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 자산 가시화 | 總資産可視化 | 행정공통

Total Assets Visibility

모든 제대의 가용 자산 현황이 컴퓨터 화면에 거

의 실시간에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를 통

하여 실시간 물자 흐름의 판단, 정확한 분배 소

요 판단, 적시적인 예측 군수 지원 및 적절한 재

고 통제가 가능하다. 

☞ TAV(Total Assets Visibility)

총괄 구매 | 總括購買 | 사업/계약관리

Blanket Order

특정한 품목이나 수량의 지정 없이 품목 혹은 용

역의 범주만을 정하여 미정부와 외국정부가 체결

하는 FMS 판매형태.

총괄 판매 | 總括販賣 | 사업/계약관리

대외 군사 판매 유형 중 표준 군사 판매의 형태

로서 대상 품목과 수량은 지정하지 않으나 기능 

장비별 연간 소요 물량분에 대한 총 소요 금액과 

청구 시한을 명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며, 총괄 

판매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자는 수리부속, 

발간물, 지원 장비, 수정 작업 킷트, 교육 보조 

재료 등이 있다. 

총괄 패키지 구매 방식 | 總括package購買方式 |

사업/계약관리

Total Package Approach

주요 장비나 무기체계의 도입과 운영을 위해 지

원장비, 교육, 용역 등 필요한 지원부분을 획득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거나 실행하도록 보

장하는 구매 방식 

☞ TPA(Total Package Approach)

총수명주기 관리체계 | 總壽命週期管理體系 |

사업/계약관리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무기체계를 비롯한 군수품의 최초 개발부터 폐

기 처분 시까지 전 수명주기 과정을 통합·관리

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가용도를 높임으

로써 효과적으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기법. ☞ TLCSM(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총액 계약 | 總額契約 | 사업/계약관리

공사나 제조 등의 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할 사항의 총 가격을 대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총 가격은 단가

와 수량을 기초로 하여 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확

정하며, 이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량, 

단가, 금액 등을 명시한 도급 계약 내역서를 제

출하게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총액 계약

은 단가 계약에 대립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총액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단가 계약

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가 계약의 대

표적인 예로서는 희망 수량제 단가 계약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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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총액제 구매 | 總額制購買 | 사업/계약관리

All Or None Basis Purchase

구매 대상 품목 전부를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

로 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가격 사정 시 품목별로 

대비하지 않고 총 입찰 금액 또는 그룹 단위별 

입찰 금액을 대비하여 최저 가격 입찰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총체 전력 | 總體戰力 | 행정공통

Total Force, Total War Potential

한 국가의 가용한 상비 및 동원 전력의 총계(총합).

최고 판매 가격 | 最高販賣價格 | 사업/계약관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이다.

최단 완료 시간 | 最短完了時間 | 사업/계약관리

PERT에서 프로젝트 전체 활동을 완성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다.

최대 수리 시간 | 最大修理時間 | 행정공통

Maximum Time To Repair

모든 보수 정비 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백분율(일

반적으로 90에서 95%)만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보수 정비 소요 시간을 말한다.

최대 작동 한계 | 最大作動限界 | 행정공통

Maximum Operating Limit

엔진이 완전 재생(Major Overhaul) 혹은 모듈 

창정비 후 차기 창정비 시기까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혹은 소티(Sortie), 사이클(Cycle)

을 말한다. 

☞ MOL(Maximum Operating Limit)

최상위 아키텍처 | 最上位architecture |

정책/제도

Enterprise Architecture

국방의 최상위 임무 및 기능을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한 아키텍처로 전장관리 임무영역, 정책·자

원관리 임무영역, 정보화환경관리 임무영역으로 

구분하고 상위 개념에서 묘사한 아키텍처이다.

최소 전술단위 | 最小戰術單位 | 행정공통

무기체계 운용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술적 운

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규모

최소 전술단위 전력화 평가(야전 성능 평가) 

| 最小戰術單位電力化評價(野戰性能評價) |

사업/계약관리

초도생산 후 후속양산 및 전력화에 앞서 최소 전

술단위로 야전환경에서 성능을 평가하여 문제점

을 보완한 후 본격적인 양산 및 전력화를 추진하

는 제도

최종 공격 통제 | 最終攻擊統制 | 행정공통

Terminal Attack Control

공격기의 기동 통제 및 무장 투하 허가 권한. 표

적 육안 관측 가능 여부 및 우군 피해 가능성 정

도에 따라 여러 통제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최종 공격 통제관 혹은 전방 공중통제기

(KA-1) 등에 의하여 통제 임무가 수행된다.

최종 납품 검사 | 最終納品檢査 | 행정공통

Final Acceptance Trial

주문받은 물품을 가져다 주기 전 마지막으로 수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FAT(Final Acceptance Trials)

최종 사업비 추정액 | 最終事業費 推定額 |

정책/제도

Estimate at Completion

실제 발생한 직접비와 계약에 적용가능한 간접비

용과 잔여작업에 대한 직접 및 간접비용의 예측

비용의 합계

최종 사업비 편차 | 最終事業費 偏差 |

정책/제도

Variance at Completion

사업에 할당된 총 예산과 완료시 예상비용과의 

차이

최종 오퍼 | 最終offer | 사업/계약관리

Best And Final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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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나 조건에 관한 더 이상의 협상이 가능하

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입찰에서 사용하는 용

어. ☞ BAFO(Best And Final Offer)

최종 제품 검사 | 最終製品檢査 | 행정공통

검사의 목적물이 제품 생산의 과정상 최종 완성

품이 되는 경우의 검사 활동.

최종 지원금 | 最終支援金 | 정책/제도

사업수행 중간점검 후 지원하는 금액으로, 지역

벤처센터지원금에서 착수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을 의미한다.

최종 품목 | 最終品目 | 사업/계약관리

End Item

의도된 목적에 맞게 준비된 최종생산물의 결합체 

즉, 항공기, 선박, 전차 등

최초 계약 지급금 | 最初契約支給金 |

사업/계약관리

Initial Deposit

1. 대외 군사 판매에 사용하는 용어로 개발 동의

서(LOA)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수락과 동시

에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유사 용어로는 초

입금, 초도 예치금이다.

2. FMS 구매에 있어서 오퍼수락과 동시 미 국방

성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최초 도착일 | 最初到着日 | 행정공통

Earliest Arrival Date

가장 처음 도착하는 일자.

☞ EAD(Earliest Arrival Date)

최초 보급품 선정기관 | 最初補給品選定機關 | 

정책/제도

제품을 최초로 보급품으로 선정하여 목록화 요청

한 부대 및 기관 부호

최초 생산품 | 最初生産品 | 사업/계약관리

최초생산품은 최초 정립된 업체 품보계획에 따라 

생산된 소량의 제품이 계약 품질요구조건에 일치 

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품질 실패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 요구 성능 | 最初要求性能 | 사업/계약관리

Initial requirements

합참이 과제선정시 제시한 신개념기술시범 대상

과제의 성능수준과 능력에 대한 최초 요구로써 

소요군의 운용개념 개발/발전 및 방위사업청의 

사업추진 및 군사적실용성 평가를 통해 수정/보

완된다.

최초 운영 능력 | 最初運營能力 | 사업/계약관리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신규 획득되어 야전에 배치된 무기체계가 최초 

계획된 운용 개념, 요구 운영 능력의 달성 정도

(ROC) 및 발전된 전력화 지원 요소의 완전성을 

확인, 평가하는 것. 

☞ 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최초 자료 작성 기관 | 最初資料作成機關 |

사업/계약관리

목록체계 내에서 관리되는 품목에 대한 식별자료

를 직접 작성 하거나, 소속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목록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는 

수요군 및 기관

최초 정보 교환 | 最初情報交換 | 정책/제도

구매국 국가목록부서(NCB  :  Na t i ona l 

Codification Bureau)에서 수입하는 장비나 수

리부속의 생산국 국가목록부서에 목록화 업무를 

기획, 계획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계약자, 

계약번호, 장비명, 목록화 조항 포함 여부, 목록

화 대상량, 목록화 요청시기, 목록화 요구시기 

등)와 이에 대해 생산국 국가목록부서에서 목록

화 가능시기 등을 국제양식에 의해 답변하는 등

의 행위를 말한다.

추가 경정 예산 | 追加更正豫算 | 정책/제도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Bill

예산 성립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

된 예산이 변경된 것을 말한다. 추경예산의 편성

은 본 예산 편성 절차와 동일하며, 수정 예산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성립 이전에 수정 제안된 예산인 데 반하

여,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예

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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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효율

추가 비용 | 追加費用 | 정책/제도

운영비용(계약행정비 등) + 투자비용(연구개발비)

추심 방식 | 推尋方式 | 사업/계약관리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과 환

어음 제도를 개입시켜 이를 추심하는 결제 방식

으로 지급 인도 방식과 인수 인도 방식으로 이루

어져 있다.

추적성 | 追跡性 | 사업/계약관리

Traceability

요구사항, 무기체계의 구성품, 규격, 검증 요구

사항 및 기타 체계공학 전산지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추정 | 推定 | 정책/제도

모집단으로부터 취한 표본에서의 관측값을 이용

하여, 그 모집단의 통계적 모형으로 선택된 분포

의 모수에 수치값을 부여하는 작업

추정 가격 | 推定價格 | 사업/계약관리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서 국제 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

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

된 가격으로 예정 가격에서 부가 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

추정 가격 및 추정 금액 | 推定價格및推定金額 | 

사업/계약관리

추정가격이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예정가격을 생략하는 판단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 (국계령 제7조)으로 산정된 가격

을 말하며, 추정금액 이란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

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

액을 말한다.

추정 가액 | 推定價額 | 사업/계약관리

특정물품등의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배

정금액 및 예산산출기초자료등에 의하여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

추정 값 | 推定- | 정책/제도

추정의 결과로서 얻어진 추정량의 값이다.

추정 과업 | 推定課業 | 행정공통

Implied Task

지휘관의 임무 분석 결과, 임무를 달성함에 있어

서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결정된 과업들로서 상

급 사령부로부터의 임무에는 명시되지 않은 과업

이다.

추정 금액 | 推定金額 | 사업/계약관리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추정량 | 推定量 | 정책/제도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 통계량을 말한다.

추진 보급 | 推進補給 | 행정공통

Forward Supply

전투 부대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 및 

주요 전투 부대에 긴요 물자의 지원 요소를 사전 

판단하여 피 지원 부대에 보급 지원하는 것을 말

한다.

추진 보급 지원 | 推進補給支援 | 행정공통

Automatic Supply

전투 부대가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접적 및 

주요 전투 부대에 긴요 물자(급식, 유류, 탄약 

등)의 지원 요소를 사전 판단하여 상급 군수 지

원 부대에서 예하 피지원 부대에 추진 보급 지원

하는 것으로서 군수 지원 부대는 전투 부대를 찾

아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피지원 부

대는 지원 부대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을 강구해야 한다.

추진 효율 | 推進效率 | 사업/계약관리

Propulsive Efficiency

공기가 기관을 통과하면서 얻은 운동 에너지 중 

추진동력으로 바뀌는 비율로 효율성의 척도. 터

보 제트 기관의 전효율은 공급된 총 에너지가 추

진 동력으로 변환되는 비율이다.



490

추천 등급

☞ PE(Propulsive Efficiency)

추천 등급 | 推薦等級 | 정책/제도

시험 로트의 종합 등급을 로트의 특성과 전술, 

교육운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가자가 최종적

으로 판정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급을 말한다.

추후 결정 | 追後決定 | 사업/계약관리

분석 혹은 시험에 기초하여 언급 또는 문서화되

어 있는 날짜까지 계약자(개발자)에 의해(혹은 

정부 측 계약기관의 공식적인 권고에 따라) 결정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추후 공급 | 追後供給 | 사업/계약관리

합의 또는 문서화되어 있는 날짜까지 정부 측 계

약기관이 계약자(개발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사

항이다. (예 : 관급품 등)

추후 제공 | 追後提供 | 사업/계약관리

합의 또는 문서화되어 있는 날짜까지 정부 측 계

약기관이 계약자(개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사

항이다. (예 : 지침, 기준, 템플레이트 등의 제공)

추후 해결 | 追後解決 | 사업/계약관리

분석 혹은 시험에 기초하여 언급 또는 문서화되

어 있는 날짜까지 계약자(개발자)에 의해(혹은 

정부 측 계약기관의 공식적인 권고에 따라) 기본

적인 요소가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축소 모형 | 縮小模型 | 정책/제도

Miniature

특수 촬영을 하려고 실물을 축소해서 제작한 것. 

대형 건물의 화재 장면, 비행기 폭발 장면, 여객

선 침몰 장면처럼 재현이 어려운 장면을 촬영하

려고 축소해서 제작한 빌딩, 비행기 등을 말한다.

출연 기관 | 出捐機關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하며, 

국과연 및 기품원을 말한다.

출연 기관의 장 | 出捐機關의長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과학연구소 등의 장을 말한다.

출연 연구소 | 出捐硏究所 | 정책/제도

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국가 정책의 필요에 의해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

영되고 있는 특수한 연구소를 말한다.

출용 부피 | 出用體積 | 정책/제도

Delivery Volume

20 ℃에서 용기로부터 배출된 액체의 부피를 말

한다.

출원 | 出願 | 정책/제도

Apply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 및 저

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해당 권리를 등록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

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원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 목적물 | 出資目的物 | 정책/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외국

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출하 | 出荷 | 행정공통

Shipment

하물(荷物)을 보내거나 실음 또는 상품을 시장으

로 내어 보내는 것이다.

충무 계획 | 忠武計劃 | 행정공통

Chung-Mu Plan

전시 또는 국가 비상 사태 시에 국가가 능동적으

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 대비 계획으로 동원 계획의 기초가 되며 정

부 자원 관리 주관 부처별로 소관 자원의 운영과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충무 계획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 비상 시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 기능을 

유지하며 국가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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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설

| 忠武公李舜臣級驅逐艦 | 무기체계

한국형 구축함 사업(KDX : Korea Destroyer 

Experimental) 중 2단계 사업으로 대한민국 해

군 최초의 방공구축함이자 대양작전능력을 보유

한 주력 구축함이다. 충무공 이순신급은 헬기 탑

재 구축함(DDH)으로 분류하고 있다. 향상된 대

공, 대잠, 대지 및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레이더 반사 면적, 적외

선 신호, 방사 소음 등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

술을 적용하여 기존 보유 함정보다 생존성을 크

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급 함정으로 

DDH-975 충무공 이순신, DDH-976 문무대왕, 

DDH-977 대조영, DDH-978 왕건, DDH-979 

강감찬, DDH-981 최영 등 총 6척이 건조 되었

다. 기초설계는 현대중공업이 담당했으며 세부

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했다. 총 6척이 건조 

되었으며, 건조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나눠 진행하였다.

충실도 | 充實度 | 정책/제도

Fidelity

1. 실제 세계와 비교되었을 때의 표현의 정확성. 

충실도가 높을 수록 모의되는 세계와 실세계가 

유사하나, 데이터량은 많아지게 된다.

2. 입력 신호파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출력으로 

재현되는가를 나타내는 조건의 하나. 전화나 방

송 등에서는 음성이나 음악을 보내므로 충실도가 

나쁘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수신기에서의 

충실도에는 전기적 충실도와 음향적 충실도가 있

는데, 이들은 증폭기나 음향 기기, 기타에서의 주

파수 특성, 일그러짐, 잡음 등에 따라 정해진다.

충원 소요 | 充員所要 | 행정공통

Filling Requirement

전시, 사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원이 선

포된 경우에 현역군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에 

필요한 인원을 말한다.

충원 소집 | 充員召集 | 행정공통

Filling Mobilization Call-up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에는 부대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

하여 예비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과 군 복무 

종료 후 8년 이내가 되는 예비역의 병 및 교육 소

집을 마친 보충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충원 지시 | 充員指示 | 행정공통

Recruit Direction

모자라는 병력을 채우기 위하여 내리는 지시이다.

취급 금융 기관 | 取扱金融機關 | 정책/제도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을 말

한다.

취득 가격 | 取得價格 | 사업/계약관리

Acquisition Price

1. 국고 조달 물자에서 조달 가격 또는 제조 가격

을 말한다. 군원 공여품은 미국이 사용하는 가격 

목록표에 기재된 가격을 적용하고 기타 물자는 

시가에 의한다. 구 용어로 장비 가격이라고도 한다.

2. 유형자산의 구입가액, 취득시부터 사용가능시

점까지의 운반비·설치비·시운전비 등의 부대

비용, 그리고 취득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

한다.

취소 케이스 | 取得case | 사업/계약관리

Canceled Case

유효기간내 미 서명, 자금 미지불 등으로 취소되

는 케이스를 말한다.

취역 | 就役 | 무기체계

Commission

임명된 장교의 지휘 아래 함정이 취역기

(pennent)를 달고 당직자를 배치하여 현역 근무

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식을 취역식

이라 한다.

측설 | 測設 | 사업/계약관리

Set Out

건설 공사, 지도 제작 등을 위하여 각종 측량을 

실시할 때, 측량 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과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점의 영구 표지 또는 임시 

표지를 설치하는 작업. 즉, 공사 도면이나 지도

상에 표시된 점을 측량을 통해 지면상에 표지하

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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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측정 | 測定 | 정책/제도

Measurement

산업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

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작업.

측정 결과 | 測定結果 | 정책/제도

Result of a Measurement

측정에 의해 얻어진 측정량의 추정값이다.

측정 눈금 | 測定눈금 | 정책/제도

교정하기 위해 선정한 눈금을 말한다.

측정 단위 | 測定單位 | 정책/제도

Unit Of Measure

1.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

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 ‘단위’라

고도 한다.

2. 특정 운용기간 혹은 사건 수의 측정단위를 식

별하기 위한 한 자리의 부호이다.

측정 방법 | 測定方法 | 정책/제도

Method of Measurement

일반적으로 기술된 측정에 사용된 논리적인 일련

의 작업이다.

측정 불확도 | 測定不確度 | 정책/제도

Uncertainty of Measurement

측정결과와 관련하여 측정량을 합리적으로 추정

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측정 원리 | 測定原理 | 정책/제도

Principle of Measurement

측정의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측정 절차 | 測定節次 | 정책/제도

Measurement Procedure

주어진 방법에 따라 특정 측정 수행에 사용된, 

명확히 기술된 일련의 작업이다.

측정 정확도 | 測定正確度 | 정책/제도

Accuracy of Measurement

측정결과와 측정량의 참값이 서로 일치하는 정도

를 말한다.

측정 표준 | 測定標準 | 정책/제도

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 물상 상태의 양에 

대하여 그 측정 단위 또는 특정량의 값을 정의, 

현시, 보존 및 재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물적 척도, 측정 기기, 표준 물질, 측정 방법 또

는 측정 시스템을 말한다.

측정량 | 測定量 | 정책/제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양이다.

측정의 소급성 | 測定의溯及性 | 정책/제도

어떤 측정결과가 명시된 불확도를 갖고 끊어지지 

않는 비교 사슬을 통하여 국가 또는 국제표준과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특성을 말한다.

층심도 거리 | 層深度距離 | 무기체계

Range At Depth

층심도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 이는 대잠 함정의 유효 음탐 거리의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층심도 효과 | 層深度效果 | 무기체계

Layer Depth Effect

현저한 수온이나 염분의 변화에 의하여 급한 밀

도경사가 나타나서 반향음의 탐지에 간섭이 발생

하는 효과를 말한다.

치명 결점 | 致命缺點 | 사업/계약관리

Critical Defect, Fatal Defect

1. 품질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결함 상태가 인명

에 위험을 주거나, 보수 시 엄청난 비용을 부담

하게 되는 경우의 결함이다.

2. 인명 또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안전하지 않

은 상태를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나 제품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또

는 제품을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결점이

다.(또는 그 결점이 있는 검사 시료)

치명도 분석 | 致命度分析 | 정책/제도

Cirticality Analysis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에서 식별된 고장 유형 

및 원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치명도 값을 산출하

여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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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고 신뢰도 중심 정비 분석, 업무부호 

선정, 고장 개소 확인, 고장 배제 절차 개발 및 

정비 교범의 항목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분석 행위를 말한다.

☞ CA(Criticality Analysis)

치장 | 置藏 | 행정공통

Store

장비 및 물자의 사용 통제와 치장 방침에 의거, 

평시 운영량(운용 수준)초과분, 인가 초과분 및 

전시 긴요 물자·장비 등에 대하여 사용을 완전 

통제함으로써 전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

정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치장 방침의 

제1단계는 1972년 9월1일부터 실시한 개인 장구

류였고, 제2단계는 일반 장비 및 장구류(1973년1

월1일)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1974년 4

월 1일부터 제3단계 조치로서, 2군 예하의 후방 

사단의 화력장비류까지 치장 방침이 확대 실시되

고 있다.

치장 물자 | 置藏物資 | 행정공통

Stored Material

전시편제(인가) 소요(완편-감편)를 위하여 확보한 

물자 중 평소에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저

장, 관리하고 있는 물자로서 수량단위(%)로 선정 

관리한다. 선정 및 범위에 있어 치장소요량은 전

시 증·창설 소요량으로 총 배당량에서 감편배당

량을 감소한 수량을 산정하고, 치장보유량은 전시 

총 배당량에서 감편보유량을 감소한 수량이다.

치장 장비 | 置藏裝備 | 행정공통

Stored Equipment

장비 사용 통제와 치장 방침에 의거 전시 동원 소

요를 평시에 비축하기 위하여 인가된 장비라 하더

라도 전량 사용하지 않고 작전 및 교육 수행 등 필

수 소요에 국한하여 운용하고 기타 장비는 치장해 

둠으로써 수명을 연장함과 동시에 운영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치장해 둔 장비를 말한다.

치장 장비물자 | 置場裝備物資 | 행정공통

Stored Equipment & Material

전시 편제(인가) 소요를 위하여 확보한 장비·물

자 중에서 평소에는 사용(운영)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저장, 관리하고 있는 장비 및 물자를 말

한다. 즉 평소 소요(인가)분을 감하고 일정 장소

에 저장, 관리하고 있는 장비·물자를 말한다.

치중대 | 輜重隊 | 행정공통

Train

군수 지원을 제공하는 제반 전투 근무 지원 부대

의 집단을 말한다. 이는 지상 부대에 의한 보급, 

후송 및 근무를 제공하는 차량과 그의 운영 요원

으로 구성됨. 치중대에는 각종 분배소, 수집소, 

취사장, 정비반, 차량반 및 수용소, 급수장, 통

신, 총포 및 차량 정비반, 후송반, 영현반과 지원 

배속 부대 및 예하대(隷下隊)의 일부 치중대가 

치중대 부근에서 운용되며, 이는 전투 치중대와 

야전 치중대로 구분한다.

침묵 해제 | 沈黙解除 | 행정공통

Silence Lifted

무선 및 시각 통신의 침묵을 더 이상 유지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침묵을 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침적 도장 | 沈積塗裝 | 사업/계약관리

Dipping Coating

피도물의 도료 탱크 속에 침적시켜 올려서 남은 

도료를 떨어뜨리어 제거하여 그대로 건조시켜 도

막을 얻는 방법으로 조작이 간단하고 도료 손실

이 없으며 형상이 복잡한 것이나 대형, 소형 부

품 등의 내·외면을 도장하는데 적합하다.

 주로 가열 건조 도료의 경우가 많이 쓰이는데 

유성에나멜, 합성에나멜, 래커 스테인 등에도 이

용된다. 침적도장용 도료는 저점도이며 안료의 

침전이 없어야 하고 피막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탱크 중에 장기간 있게 되므로 저장 안정성이 좋

아야 한다.

침투 및 국지 도발 | 浸透및局地挑發 | 행정공통

적이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

위를 말한다.

침투 및 국지 도발 대비 계획 

| 浸透및局地挑發對備計劃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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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일정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우리 국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危

害)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이다.

침투 및 국지 도발 대비 작전 

| 浸透및局地挑發對備作戰 | 행정공통

평시 및 분쟁시 적이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민과 재산 또는 

국가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군사적·비군사적 위

협에 대비하는 작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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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올 제도 | -制度 | 정책/제도

Catch-all System

대량파괴무기(WMD) 억제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

자 수출통제체제 상의 통제대상품목이 아니더라

도 WMD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컨설팅 | Consulting | 정책/제도

Consulting

일정한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가 공정개선, 기술

개발, 마케팅, 사업전환, 법률상담, 원가개선 등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컨설팅 운영 기관 | Consulting運營機關 | 

정책/제도

컨설턴트 풀 구성, 지원대상 기업과의 협약체결, 

컨설팅 수행과정의 진도관리, 컨설팅 보고서 검

토·확인 등 컨설팅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컨스트럭티브 | 컨스트럭티브 | 정책/제도

Constructive

시뮬레이션되는 시스템의 운영에 모의 인원이 참

여하는 모델링&시뮬레이션 기법으로 실제 사람

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에 자극(입력작성)은 제공

하나, 시뮬레이션의 결과 결정 과정에는 전혀 간

여하지 않는다.

컨피규레이션 관리 

| Configuration 管理 | 정책/제도

Configuration management

컨피규레이션 관리(configuration manage-

ment) - 형상관리 (KS A 9001(ISO 9001) 품질

경영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

컴포넌트 기반 개발 

| Componet基盤開發 | 정책/제도

Component Based Development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시스

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코드의 구성 

요소를 만들거나 조립 및 재사용하는 개발 방식.

☞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컴포넌트 기반 설계 

| Component基盤設計 | 정책/제도

Component Based Design

여러 개의 모듈이 결합된 컴포넌트를 한의 모듈

을 관리하고 다른 모듈과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

이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조립 또는 구성하

는 설계를 말한다. 

☞ CBD(Component Based Design)

컴포넌트 기술 | Component技術 | 정책/제도

Component Technology

여러 개의 기능함수를 단일 표준 인터페이스로 

묶어 줌으로써 컴포넌트 단위로 재사용하는 기

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중에서 사용 목적에 따

라 필요한 요소를 상호 조합식으로 구성하여 다

양한 모의실험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 computer network攻擊 | 무기체계

Computer Network Attack

컴퓨터와 컴퓨터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정

보, 혹은 컴퓨터와 네트워크 자체를 와해, 거부, 

오염, 파괴하는 작전이다. 

☞ CNA(Computer Net-work Attack)

컴퓨터 도상 기동 모의 

| Computer圖上機動模擬 | 전력지원체계

Computer Maneuver Simulation

컴퓨터 상의 지도를 사용하여 전술 상황을 부여

하고 지휘관 및 참모는 판단, 결심, 계획 및 명령 

등을 준비하는 전술 연습의 한 형태이다.

컴퓨터 통제식 시뮬레이터 

| Computer統制式simulator | 전력지원체계

Computer Control Simulator

컴퓨터 모델의 명령을 실행하여 시뮬레이션을 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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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는 장치이다.

컷 | cut | 사업/계약관리

Cut

한 번의 스캔 또는 촬영에 의해 획득되어지는 단

위를 말한다.

케이스 개정 | case改訂 | 사업/계약관리

Case Amendments

주요 품목의 형태나 수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등

의 케이스 범위 변경을 초래하는 것을 케이스 개

정이라고 한다. 개정은 최초 오퍼와 같은 방법으

로 구매자나 미국정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케이스 설명 | case說明 | 사업/계약관리

Case Descriptions

케이스로 구매하려는 국방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

케이스 수정 | case修正 | 사업/계약관리

Case Modification

케이스 범위의 변경 없이, 현존 LOA에 행정적 

또는 가격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LOA를 수정하

는 행위를 말한다. 

케이스 시행 일자 | case施行日字 | 사업/계약관리

Case Implement Date

FMS케이스에 대한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날짜로 이행기관에 의해 지시 또는 시작된다.

케이스 식별 부호 | case識別符號 | 사업/계약관리

Case Identifier

각 승인된 LOA의 식별, 회계 및 자료처리 목적

으로 FMS 케이스에 할당된 6자리 식별부호이다. 

이는 2개 문자 국가부호, 1개 국방부 이행기관 지

정 문자, 3개 케이스 지정 명칭으로 구성된다.

케이스 지정 명칭 | case指定名稱 | 사업/계약관리

Case Designator

판매오퍼에서 지정되는 것으로 모든 관련 거래시 

케이스 식별 역할을 하며, 케이스 식별부호의 마

지막 요소로 일반적으로 3개의 문자로 지정된다.

코드 구성 체계 | Code構成體系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를 대분류, 중분류 등으로 분류하여 유

사 또는 동종부품장비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8자

리 코드로 이루어진다.

코드 데이터 | 코드 데이터 | 정책/제도

Code Data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류 조합 및 집계

를 용이하게 하고, 특정 자료의 추출을 쉽게 하

기위한 기호 데이터이다. (예: 부대코드 등)

코드 라인 수 | Code Line 數 | 사업/계약관리

Line of Code Number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최소명령단위인 문장(Sta-

tement)들의 수로서 주석문(Comments)을 제외

한 실행문, 환경선언문, 데이터 선언문 등을 말

한다.

코드 실행률 | 사업/계약관리

Code Coverage

전체 프로그램 코드에서 실행(시험)이 된 코드의 

비율을 %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수준에 따라 문

장(Statement), 분기(Branch), MC/DC 로 나눌 

수 있다.

코딩 규칙 | Coding規則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구현에 적용하는 소스코드 작성 규

칙으로 주석규칙(Comment rule), 명명규칙

(Naming rule), 프로그램 작성규칙을 포함한다.  

코브라 | COBRA | 무기체계

COBRA

프랑스, 영국, 독일이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한 탐지거리 40km이상, 위상배열방식의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적 타격수단을 신속정확하게 탐지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이다.

콘텐츠 | Contents | 정책/제도

Content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정

보 내용물을 말한다.

쿼드콥터 | Quadcopter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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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copter

로터가 4개인 헬리콥터형 무인기를 말한다.

크래킹 | Cracking | 정책/제도

Cracking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에 강제로 침입하여 정신적

인 피해나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 도킹 | Cross Docking | 행정공통

Cross Docking

창고나 물류 센터로 입고되는 상품을 창고에 보

관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또는 재포장의 과정을 

거쳐 곧바로 다시 배송하는 물류 시스템이다. 물

류 센터를 상품 이동 중개 기지의 역할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량의 여러 상품

이 여러 공급자/생산 업자로부터 물류 센터에 도

착하면 보관하지 않고 바로 각 매장이나 고객의 

주문에 맞게 소량으로 나누어 배달하여 물류 센

터의 무재고를 달성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보

관 및 피킹 작업 등을 제거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입고 및 출하를 위한 모든 작

업이 긴밀하게 동시에 연계된다. 

☞  CD(Cross Docking)

크로스 라이선싱 | Cross Licensing | 정책/제도

Cross Licensing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것을 허용하는 제도.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선점이나 독점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 Cloud Computing | 정책/제도

Cloud Computing

인터넷 연결만 하면 어느 단말기로도 컴퓨터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를 가상 데이터센터에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

를 PC나 휴대폰 등 다양한 단말기로 접속해 장

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전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 기

술을 기반으로 개인 사용자의 데스크톱 환경부터 

기업들의 대용량 정보처리와 인터넷 기업의 웹 

2.0 서비스까지 PC 없이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개인 PC환경은 ‘호스트된 데스크톱 환경

(hosted desktop environment)’이란 소프트웨

어 솔루션에 의해 데이터 센터의 PC에 인스톨돼 

실행된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신(thin) 클라이언

트라는 작은 기기에 모니터·키보드·마우스 등

만 연결해 사용한다.

클레임 | Claim | 사업/계약관리

Claim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위반 행위에 의한 손해에 

관해서 매매 당사자에게 일어나는 상사 분쟁(商

社紛爭)의 구상(求償)을 말한다. 이 구상은 피해

자인 당사자로부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대하

여 제기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일상 무역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과 부당한 의도 하에서 행

해지는 의장적(擬裝的)내지 계획적인 클레임이 

있다. 전자는 우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나 또는 약간의 과실이나 태만에서 생기는 것으

로서 당사자의 타협·조정(調停)·중재(仲裁)로 

해결되나, 후자는 고의적으로 계약 수행에 지장

을 가져오는 악질적인 것이다.

키로거 공격 | Key Logger 攻擊 | 정책/제도

Key Logger Attack

컴퓨터 사용자의 키보드 움직임을 탐지해 ID나 

패스워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정보들을 몰래 빼가는 해킹 공격. 이 공

격 도구는 공격대상이 되는 컴퓨터에 몰래 설치

되어 공격대상 컴퓨터에 입력되는 중요한 데이터

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킬체인 | Kill Chain | 행정공통

Kill Chain

한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2015년까지 구축

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이나 일정은 

2014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킬체인은 정찰

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해 북한의 미사

일 표적을 탐지한 뒤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한

다는 개념으로서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사,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공격, 그리고 항공

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춘 억제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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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 妥當性 | 행정공통

Validity

1. 수용을 강요하기에 충분히 엄격한 분류 체계

에서 발견되는 보유 자료의 질. 2. 시험 또는 조

사 내용이 측정하고자 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측

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타마 부대 | 馱馬部隊 | 행정공통

Pack Troop

화물을 탑재하는 군마로 편성, 장비된 부대를 말

함. 타마 수송은 자동차 수송이 불가능한 험한 

지형에서 경화물 수송에 사용되며, 도수(徒手)운

반에 의존하게 될 지형에서는 타마 수송을 이용

한다.

타우러스 | TAURUS | 무기체계

TAURUS

독일제 공대지유도탄으로서 킬체인의 타격수단 

역할을 수행하며 F-15K 전투기에 장착되어 목

표물을 탐지하고 항로를 변경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동체와 날개에 스텔스 기능

이 있어 유사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해 북한 전역

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최대사거리 500km, 탄두중량 480kg으로 

최대 6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해 폭발한다.

타인 견적 | 他人見積 | 사업/계약관리

같은 분류의 다른 경쟁사의 견적서(또는 금액)를 

말한다.

탄소 마일리지 제도 | 炭素-制度 | 정책/제도

가정이나 기업, 학교 등이 전기·가스·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

킬 경우 절약한 만큼의 에너지를 포인트로 적립

해주는 제도. 1포인트 당 500원이 적립된다. 적

립된 포인트는 세금납부, 복지·문화 및 체육시

설과 대중교통 이용, 기부금 기탁을 할 때 현금

처럼 사용할 수 있다.

탄약 | 彈藥 | 무기체계

Ammunition

적의 병력, 장비, 물자 또는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용기 내의 폭약, 추

진제, 불꽃, 소이제, 세균 및 방사능 등을 충전한 

것으로서 항공기나 총포 등으로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매설, 투척, 투하, 유도 등 기타 방법에 의

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항공탄약, 지상탄

약, 방공포 탄약으로 구분한다.

탄약 검사원 | 彈藥檢査員 | 행정공통

각 군에 배속되어 탄약검사 및 정비업무에 근무

하는 자로서 각 군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자격요

건을 충족하는 탄약검사 전문요원을 말한다.

탄약 보급소 | 彈藥補給所 | 행정공통

Ammunition Supply Point

탄약을 사용 부대로 또는 사용 부대에서 예비 부

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가용 탄약을 추진할 지점

을 말한다. 군지사 예하 탄약 대대에서 야전 지

역의 탄약 보급을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는 보급

소이며, 탄약의 수령, 저장, 검사, 정비 및 불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통상 군단에 편제된 탄약 

대대에서 운용한다.

탄약 상태 기호 | 彈藥狀態記號 | 행정공통

탄약의 저장관리, 기록보고를 위하여 탄약의 상

태를 15개로 구분하는 것으로써 악작용이 발생된 

탄약로트는 원인규명 결과 확인 시까지 해당 군

에서 임시 불출중지 탄약으로 분류하며 조사분석 

결과에 의해서 임시불출중지 탄약은 적절한 탄약 

상태기호로 재분류 한다.

탄약 식별 부호 | 정책/제도

Ammunition Identification Code

탄약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분류한 부

호를 말한다.

탄약 일반 검사 / 탄약 기능 시험 

| 彈藥一般檢査 / 彈藥技能試驗 | 행정공통

각 군의 탄약검사원에 의해서 실시되는 저장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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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간 거리 

신뢰성평가로 비축탄약에 대한 기능 및 비기능특

성, 안전도, 저장특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

한다.

탄약고 간 거리 | 彈藥庫間距離 | 행정공통

Inter Magazine Distance

두 탄약고 사이에 격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허용 

거리를 말한다. 이는 저장되는 탄약이나, 폭발

물의 양 및 형태 그리고 탄약고의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탄약고 간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폭파 

시 충격파의 전파를 방지하고 파편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방호(防護)를 제공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 IMD(Inter Magazine Distance)

탄저 신관 | 彈底信管 | 무기체계

Base Fuze

탄약의 밑바닥에 위치한 신관을 말한다. 또한 탄

두에 설치되어 있는 압전기 요소가 목표물에 충

격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여 탄저부에 있는 신

관을 발화시키도록 만들어졌으며, 주로 성형장약

으로 되어있는 대전차 고폭탄에 사용된다.

탈거 | 脫去 | 행정공통

차상위 조립체에서 예비/수리 부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작업.

탈거 및 교체 | 脫去--交替 | 행정공통

Remove And Replace

오작동, 파손 또는 마모 부품을 사용 가능한 예

비/수리 부품으로 대체하는 행위.

탐색 | 探索 | 무기체계

Search

1. 공·지·해상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발견이 예

상되는 적 인원 및 장비, 적 부대의 위치를 확인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지정된 지역에 대한 체계

적인 정찰로써 목표를 확인하고 그 위치를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부분을 시계 내에 두고 통과하

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조사 행위를 말한다. 3. 

적의 잠수함(잠수정)이나 기뢰의 위치를 탐지하

고 식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탐색 개발 | 開發開發 | 사업/계약관리

Exploratory Development

1. 연구개발의 첫 번째 단계로 개발하고자 하는 

체계의 부체계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분

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며, 핵심요소 기술연구와 필요시 1:1 모형을 제작

하여 비교 검토 후 체계개발단계로 전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체계개념 연구단계에서 도출된 체계개념에 대

하여 부체계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위험분석, 

기술 및 공학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핵심요소 기술연구와 필요시 1: 1 모형을 제작하

여 비교 검토 후 체계개발 단계로 전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말한다.

탐색 및 구조 본부 | 探索--救助本部 | 행정공통

Search And Rescue Center

탐색 구조 책임관이 주어진 탐색 구조 구역 내에

서 탐색 구조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전문 요원으로 구성되는 작전 핵심 부서이다.

탐색 및 구조 협조관 | 探索--救助協調官 | 

행정공통

Search And Rescue Coordinator

합동 탐색 및 구조 협조 본부와 지정된 지역 내

에서 합동 탐색 및 구조 작전에 대해 전반적 책

임과 권한을 가진 지역 사령관의 탐색 및 구조 

업무 대표자를 말한다.

탐색기 | 探索器 | 무기체계

Seeker

표적을 찾고 확인하여 포착한 후 표적을 추적하

며, 유도명령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표적의 방향 

또는 위치 정보를 유도 조종 장치에 제공하는 장

치. 일반적으로 표적신호의 특성 및 추적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표적 신호의 특성에 따라 초고주

파 탐색기, 밀리미터파 탐색기, 적외선 탐색기, 레

이저 탐색기 등으로 분류되며, 추적 방식에 따라

서 능동형, 반능동형, 수동형 탐색기로 구분된다.

탑재 | 搭載 | 행정공통

Embarkation

1. 함선, 항공기 및 차량내에 실제로 부대, 장비 

및 보급품을 적재하는 것 2. 상륙 작전에서는 목



501

ㅌ

통관 업무

표 지역으로 이동을 위하여 함정 및 항공기에 해

군 및 상륙군의 인원과 장비를 적재하는 것임.

탑재 계획 | 搭載計劃 | 행정공통

Loading Plan

항공기 혹은 함정, 차량 및 열차의 탑재 지대를 선

정, 설치, 통제하며 탑재 지대로 이동하고 각 부대

의 병력과 장비 및 보급품의 탑재 우선순위를 지

정하며 부대원에 대한 상황 설명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으로 작성된 계획를 말한다.

탑재 명령 | 搭載命令 | 행정공통

Embarkation Order

인원과 화물을 함선이나 항공기로 이동케 하는 일

자, 시간, 통로 및 방법을 규제한 명령를 말한다.

탑재 및 톤수표 | 搭載ton數表 | 행정공통

Embarkation And Tonnage Table

상륙 부대 또는 해군 부대에 의하여 전투 적재 

함선에 적재된 인원과 화물을 표시하는 종합된 

도표를 말한다.

탑재 항만 | 搭載港灣 | 행정공통

Port Of Embarkation / Sea Port Of Embarkation

선박으로 수송할 군수 물자 및 병력을 적재 및 

승선시켜 출발시키는 항만이다. ☞ POE(Port 

Of Embarkation), 적재항(積載港), 탑재항(搭

載港), SPOE

터보샤프트 엔진 | Turboshaft Engine | 

무기체계

Turboshaft Engine

헬기에서 사용하는 터보샤프트 엔진에서는 배기

가스가 추력과 무관하고 메인로터를 회전시킴으

로서 추력을 얻는다. 왕복엔진에 비해 가벼우면

서도 매우 큰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현재 사

용되는 모든 헬기는 터보샤프트 엔진을 사용하

고 있음 가스터빈엔진의 한 종류로 출력을 축마

력(Shaft Horsepower)의 형태로 제공하는 엔

진. 가스발생기(Gas Generator)에서 나오는 고

온/고압의 배기가스를 이용 파워터빈(Power 

Turbine)이 축마력을 생성한다. 헬기의 경우 엔

진 출력은 동력전달장치를 거쳐 메인로터로 전달

되는데, 메인로터가 생성하는 양력(Lift)의 진행

방향 성분이 추력으로 작용한다.

턴키 방식 | Turnkey方式 | 사업/계약관리

☞ 설계 시공 일괄 계약(設計施工一括契約)

토지 수용 | 土地收用 | 행정공통

Expropriation Of Land

국가가 특정의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

권을 법률로서 강제로 받아들이는 행정 처분으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하여 사유 재산을 토지수

용법 제 14조 및 25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량 | 統計量 | 행정공통

관측값의 함수, 엄밀하게는 표본 확률변수의 함수

를 말한다.

통계적 포함 구간 | 統計的包含區間 | 행정공통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최소한 모집단의특정부분

을 포함한다고 명시될 수 있는 구간.

통계적 품질 관리 | 統計的品質管理 | 행정공통

Statistical Quality Control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

록 하기 위한 과학적 품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품질 표준 설정 및 생산품의 검사 등에 통계학적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여 품질을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 SQC(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과 선하 증권 | 通過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Through BL

2개 이상의 운송 기관이 릴레이식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통과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통관 부대 | 通關部隊 | 사업/계약관리

해외 도입물자 및 장비의 통관을 담당하는 부대

이다.

통관 업무 | 通關業務 | 사업/계약관리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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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료

통관료 | 通關料 | 사업/계약관리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

터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기까지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통괄 계정 | 統括計定 | 사업/계약관리

Control Account

사업성과 관리 체계에서 예산, 실제비용이 집계

되고, 관리통제 목적을 위해 성과가치와 비교되

는 관리 통제점. 통제계정은 계획 및 통제를 위

한 본연의 관리 통제점으로 단일의 WBS요소의 

작업이 단일의 책임조직요소에 할당된다. 

☞ 통제 계정(統制計定)

통상 명칭(별칭) | 通常名稱(別稱) | 행정공통

무기/전력지원체계의 상징적인 의미 혹은 임무 

구분과 의사전달을 돕기 위한 명칭으로 일반적인 

문서와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한다. 사례) 흑표

통상 임금 | 通常賃金 | 사업/계약관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

을 말한다.

통신 근무 | 通信勤務 | 행정공통

Communication Work

부대의 통신망을 편성·설치·운용·관리하는 일

을 말한다.

통신 전자 운용 지시 | 通信電子運用指示 | 

정책/제도

Communications-Electronics Operation Instruc-tions

통신 전자 시설의 운용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수록한 문서. 회선의 목적, 주파수 및 운용지침 

등을 포함한다. ☞ CEOI(Communications-

electronics Operation Instructions)

통신 전자 준칙 | 通信電子準則 | 무기체계

Communication Electronics Standing Instruction, 

Communications-Electronics Signal Instruction

통신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 항목에 대한 용도

를 설명하는 일련의 지시이다. 통신 운용을 협

조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타 기술적인 지시

도 포함될 수 있다. ☞ CESI(Communications 

Electronics Signal Instruction)

통신 전자 표준 운용 지시 

| 通信電子標準運用指示 | 무기체계

통신 전자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제 항목에 대한 

용도를 설명하는 일련의 지시로서 이는 통신 전

자 운용을 협조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인 지시도 포함될 수 있음.

통신망 통제소 | 通信網統制所 | 행정공통

Communications Network Control

통신망 내의 통신을 통제하는 설비를 갖춘 통신소

를 말한다.

통제 계정 | 統制計定 | 정책/제도

성과관리(EVM) 최소 관리단위로 작업할당표를 

통하여 생성되며,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단

위이다.

통제 계정 관리자 | 統制計定管理者 | 정책/제도

Control Account Manager

작업분할구조 및 조직분할구조에 의해 확정된 통

제계정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통제 보급률 | 統制補給率 | 행정공통

Controlled Supply Rate

전쟁 지속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보급 가용시

까지 현재의 탄약가용 범위 내에서 사용을 통제

하기 위하여 설정한 소모량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화기에만 적용한다. 1. 통제 보급률은 탄약 재고

의 가용성 및 작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여 

통제한다. 2. 연합사에서 탄약 할당(AA)을 받은 

군 사령부는 CSR을 산출하여 군단에 하달하며 

사단급 이하 제대에서는 통제 보급률에 의해 전

시 탄약 보급을 통제한다. 

☞ CSR(Controlled Supply Rate)

통제 수요 예측 방법 | 統制需要豫測方法 | 

행정공통

Controlled Demand Forecast

신뢰할 수 있는 과거 수요 제원이 두 개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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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험

경우나 최근 수요가 발생한 신규 품목인 경우 최

근 12개월 동안의 수요를 적용하거나 두 개 수요 

제원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다음 연도의 소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통제 수요라고도 한다.

통합 | 統合 | 사업/계약관리

Integration

1.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이용하여 체계

를 구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2. 단일의 전투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수의 군

사력과 이들의 군사 활동을 배열하는 것.

통합 기준선 검토 | 統合基準線檢討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Baseline Review

1. 획득 사업 관리에 있어 EVMS 기법으로 사업

을 관리할 경우, 정부 및 계약자가 합동으로 통

합 성과 측정 기준선의 현실성과 정확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 IBR

2. 성과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상황을 

최종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물자 관리 | 統合物資管理 | 행정공통

Integrated Material Management

한 기관이 3군의 보 급품종, 일용품 혹은 어떠한 

품목에 대해 국방부가 총 관리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는 통상 소요 계산, 예산 수립, 자금 

확보 저장, 불출, 목록 작성, 표준화 및 구매 기

능을 포함한다. 

☞ IMM(Integrated Material Management)

통합 사업 관리 정보 체계 

| 統合事業管理情報體系 | 정책/제도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방위사업청 주 임무인 방위력개선사업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업무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체계

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크게 사업관

리(계획, 집행, 심의, 지원, 통제)와 계약관리(중

앙조달 계획예산, 국내구매, 상업구매, FMS, 절

충교역, 조달원, 회계) 분야가 통합된 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 종합상황서비스와 대군/대민 협

업 기능을 통해 방위사업 의사결정, 정보 공유 

및 상호 소통에 기여한다.

통합 사업 관리 팀 | 統合事業管理-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Project Team

1.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 사업내용과 예산사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소요 결정 이후 선행연구단계

에서 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주된 조직으로서 사업관리

본부를 중심으로 편성되며,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초기 통합사업관리팀, 통합사업관리팀으로 구분

하며, 사업 형태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다. 

☞ IPT(Integrated Project Team)2. * 변경 전 

: 통합사업팀(統合事業-). 소요 결정 이후 선행

연구단계에서부터 사업종결 시까지의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 사업내용과 예산사용계획을 구체

화하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사업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편성된다.

통합 사업관리 | 統合事業管理 | 사업/계약관리

사업 시작단계부터 종료시까지 방위사업 관련기

능 인력을 통합·구성(편성, 상근, 비상근) 사업

관리자(Project Manager) 중심으로 당해 사업

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시험 | 統合試驗 | 정책/제도

Combined Test

1. 시험자원(일정, 비용)의 효율적 사용과 시험운

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개발자의 개발시험과 

군 또는 정부의 개발시험을 통합하거나 시험수행 

보유능력을 고려하여 시험기간과 비용측면에서 

효율적 시험수행을 위해(대부분 상호 부족한 시

험능력을 보완하기 위함) 시험자원(인력, 장비, 

시설, 예산 등)과 시험능력까지를 통합하여 단일 

시험계획에 반영하고 하나의 시험수행 조직이 수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또한 개발시험과 운용시

험 간 공통적 시험 항목과 내용을 통합하거나 병

행(공통시험 항목과 내용이 아닌 것은 통합하지 

않음)하여 시험계획에 반영하고 시험하는 통합시

험 사례도 있다. 이때 시험결과 자료에 대한 분

석과 평가는 개발업체 및 각 군과 기관에서 별도

로 실시한다. 통합시험의 변형된 형태로 동시시

험 또는 병행시험이 있다. 동시시험은 개발/운용

시험과 같이 각각의 다른 시험을 하나의 시험 시

나리오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병행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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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험 기획 팀 

각기 다른 체계(주체계와 훈련체계, 개발과 생산

체계)의 시험을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병

렬 진행하는 방식의 시험을 의미한다.

2. 개발시험과 운용시험 간 공통적 시험 항목과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험계획에 반영하여 수

행하는 시험.(시험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각

각의 기관에서 별도 실시)

통합 시험 기획 팀 | 統合試驗企劃 team | 

정책/제도

통합 시험 기획팀은 각각의 사업주기 동안에 시

험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 하기 위하여 개념

정립 단계에서부터 구성운영 하고, 팀을 구성하

기 위한 지시는 새로운 사업의 획득 결정 문서에

서 제시된다. 개발진행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연

계된 검증활동을 수행하며 과거 시험계획 실무그

룹(TPWG)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구성원은 개발

책임 시험기관, 운용 시험기관, 참여 시험기관, 

체계 계약자, 획득과 사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하

며 일반적인 시험평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고 사업관리 책임자(IPT) 관리하에 업무를 수

행한다. 주요업무는 시험평가 전략과 TEMP의 

개발, 시험평가를 위한 조직지원, 통합 시험 개

발지침 제공 등이다.

통합 시험 팀 | 統合試驗 team | 정책/제도

Combined Test Team

업체 개발시험과 정부 개발시험 간 통합 또는 개

발과 운용시험을 통합한 시험수행 시 업체와 군 

또는 정부 간 부족한 시험수행 지원과 능력을 상

호 보완하여(인력, 자원, 시설 등을 통합) 시험에 

참여 및 지원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을 수

행하기 위한 시험수행 조직을 말한다.

통합 아키텍처 | 統合Architecture | 정책/제도

Integrated Architecture

1.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및 체계간 

정보의 교환 관계를 정렬/연결해 아키텍처간 정

합성이 보장되는 아키텍처를 말한다.

2. Integrated Architecture

아키텍처 요소(객체, 아키텍처 데이터)가 아키텍

처 내의 산출물과 관점 전체에 걸쳐 유일하게 식

별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아키텍처를 말한다.

Federated Architecture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개발, 관리 및 사용을 위

한 프레임웍을 제공한다. 프레임웍의 사용은 여

러 아키텍처를 정보교환 표준을 통해 정렬하고, 

위치시키고, 연결하는 것이다.

통합 일정 계획 | 統合日程計劃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d Master Schedule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체계화 및 구체화된 

세부 일정계획의 통합된 계획이다.

통합 전술 지휘 체계 | 統合戰術指揮體系 | 

무기체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군의 전 자원을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효

율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통합 전장 관

리 체계이다. 육·해·공군별 각각 통합 전술 지

휘 체계를 구축한 후, 합동참모본부가 기존 지휘 

통제 체계인 CPAS(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를 계량하여 구축 중인 합동 지휘 통제 체

계(KJCCS)에 통합하고, 미국의 통합 전술 지휘 

체계와도 연동시켜 효과적인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통합 점검 | 統合點檢 | 행정공통

Integrated System Check

각개의 장비가 작전 통제 절차에 따라 통합적으

로 작전 임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ISC

통합 정비 지원 운용 도표 

| 統合整備支援運用圖表 | 행정공통

정비 기능 분야의 지원 계획 수립 간 지원이 요

구되는 시·공간 요소와 가용 정비 능력을 통합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비 제대 지휘관과 참모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방책 발전의 결과를 종합 정

리한 도표이다.

통합 직격탄 | 統合直擊彈 | 무기체계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통합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은 재래식 폭탄을 정밀유도폭탄(스마트 

폭탄)으로 변환시켜주는 유도부분과 꼬리날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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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 자본 보상 비율

키트이다. JDAM은 25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

(900 kg)의 탄두를 사용하는 마크 80 시리즈의 

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에 정밀 유도 폭격 기능을 

부여한다.자유낙하 폭탄에 위성항법장치 등을 장

착해 표적를 정확하게 유도한다.

통합 핵심 아키텍처 관리체계 

| 統合核心architecture管理體系 | 정책/제도

Integrated Cor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정보기술아키텍처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시스템을 말한다.

투입량 | 投入量 | 사업/계약관리

An Input

1 단위의 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

되는 원재료의 양 또는 단위를 말하며 자재구입

량을 부품 또는 제품을 만들수 있는 최대 수량으

로 나누어 계산한다.

투자 사업 | 投資事業 | 정책/제도

Investment Project

1.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무기, 장비 및 

물자, 시설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투자비로 추진하는 제반 사업.

투자 사업비 | 投資事業費 | 정책/제도

군사력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무기, 장비 및 물

자, 시설을 획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을 

말한다.

투자 원가 | 投資原價 | 사업/계약관리

Investment Cost

초도단위장비, 전쟁예비장비 및 탄약, 동시조달

수리부속, 초도예비부속 재고수준을 포함하는 군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비, 보급품 및 용역의 

원가. 또한 장비의 폐기, 신형장비를 위한 재건 

및 현대화, 향상된 능력이나 신형장비의 소개와 

관련된 행정, 훈련원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

로그램된 프로젝트를 위한 교체원가를 포함한다.

투자 자산 | 投資資産 | 사업/계약관리

1. 투자유가증권.(당해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

하여 법률에 의거 부득이 취득한 것은 제외)

2. 출자금.

3. 관계회사 주식.

4. 관계회사 사채.

5. 투자부동산.(종업원교육, 체육, 후생 또는 예

비군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6. 장기성 대여금과 장기성 예금.

7. 특약금.(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물품의 독점적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제공하는 특약금 

또는 보조금)

8. 기타.

투자비 | 投資費 | 정책/제도

Investment Cost

1. 무기체계나 시설의 생산·건설, 보급 및 동시

조달 수리부속품의 지원, 그리고 최초 운영능력

의 구축과 입증을 위해 지출된 원가는 투자비로 

간주한다. 투자비에 포함된 원가 항목은 시스템

의 조합 및 조립 비용, 운영시스템(생산 모델)의 

시험 비용, 생산능력이나 설비의 운영 및 유지비

용, 시험 및 지원 장비 개발, 부품과 수리품의 초

도비축(Provision), 기술자료 개발, 훈련, 시설 

건축 등의 초기 군수지원소요 비용 등이며, 투자

비에는 생산·건설에 소요되는 원가뿐만 아니라 

초기 군수지원을 위한 시험·지원 장비 개발비용

과 동시조달 수리부속품의 획득비용을 포함한다.

2.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기종 교체를 위하여 투입되는 諸비

용으로서 방위력개선비와 지원장비획득비 등으

로 구분된다.

투찰 가능 금액 | 透察可能金額 | 사업/계약관리

새로운 견적이 가능한 최대투찰금액을 말한다.

투하 자본 | 投下資本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하된 자산으로서 미

착기계,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개발

비 및 임차보증금 등이다.

투하 자본 보상 비율 | 投下資本報償比率 | 

사업/계약관리

투하자본보상비는 계약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투자한 자산인 유형자산(토지 포함, 미착기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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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 등 제외), 개발비,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투하자본

보상비율은 방산투하자본금액의 금융비용에 대한 

총원가에 대한 비율로 과거 2년간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최근연도의 투하자본 보상비

율로부터 각각 6:4 비율로 반영하여 적용한다.

특기 사항 | 特記事項 | 사업/계약관리

Emphasis of Matter

감사 용어로 사용할 경우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감사보

고서에 추가로 기술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례 조달 계약 | 特例調達契約 | 사업/계약관리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

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하역·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

특별 감항 인증 | 特別堪航認證 | 정책/제도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군용항공기 사업 중에 제1호의 일반감항인증을 

적용하여 수행할 수 없는 감항인증을 말한다.

특별 감항 인증서 | 特別堪航認證書 | 정책/제도

Special Military/Certificate of Airworthiness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단계별 감항성심사(형식인증, 생산확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고 설계, 제작, 비행시

험결과 등 감항성 입증자료와 시험(지상·비행시

험) 등으로 감항성이 확인된 군용항공기에 대하

여 호기별로 발급되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한다.

특별 건설 심의 위원회 

| 特別建設審議委員會 | 사업/계약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

설 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설치된 위

원회를 말한다.

특별 정수 | 特別定數 | 행정공통

Special Level

기지 수요를 토대로 산정된 수요 정수(Demand 

Level: DL)가 미래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없을 경우, 장비 증감 및 과거 수요 실적

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수준이며 다

음과 같은 종류로 운영한다. 1. 최저 정수(NL) 

: 미래의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 있을 때 설정되

며 청구 목표는 Max(최저 정수, 수요 정수)이다. 

2. 최고 정수(XL) : 미래의 수요가 감소할 요인

이 있을 때 설정되며 청구 목표는 Min(최고 정

수, 수요 정수)이다. 3. 고정 정수(FL) : 장비, 병

력, 시설물 등이 소모량 및 부대 임무 중 소모 계

수(Factor)를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절대 소요

량(실수요)을 일정 기간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는 

정수이다. 4. 부가 정수(AL) : 전시 비축 소요 및 

생산중단 대비 사전 확보 품목, 동시 조달 수리 

부속(CSP) 등 특수 수요가 발생할 때 설정한다. 

부가 정수는 최고 정수, 최저 정수, 고정 정수와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청구 수량 결정 및 

일반 운영 개념상 청구 목표와 별개로 운영하며 

실 청구 목표는 청구 목표(RO)와 부가 수준(AL)

를 합한 수량이 된다. ☞ SL(Special Level)

특별 회계 | 特別會計 | 사업/계약관리

Special Account

국가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

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서 법률로 설치하는 예

산이다.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

용할 때(철도, 전매),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거나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때(원호, 생명보험), 기

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

써 일반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문화재 관리 등) 법률로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특수 물자 부호 | 特殊物資符號 | 행정공통

Special Material Content Code

품목이 특수한 취급, 예방 조치, 관리 통제를 요

구하는 특수 물자인지 또는 그러한 특수 물자를 

포함하는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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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소요 | 特殊所要 | 행정공통

Special Requirement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나 미군이 사용

하는 용어로서, 특수 소요에는 가산 운영 계획량

(AOP)과 특수 우발 재고(SCS)의 두 가지가 있

다. 가산 운영 계획량 특수 군수 지원 소요 또는 

정상적인 인가량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소요를 지

원할 계획된 수량으로 각군 본부나 국방부에서 

승인한다. 예를 들면 특수 지역 작전 시 항만 시

설 건설 소요 등이 있다. 특수 우발 재고로 지정

된 연합군용 전시 대비 수량으로서 평시에 확보

(구매)되어 미군 통제 하의 시설부대에 예비로 

저장된다.

특수 인가 프로그램 | 特殊認可program | 

행정공통

Special Access Programs

동일한 수준의 첩보에 요구되는 보안조치 이상의 

향상된 보안조치들(예: 보호, 인가요구 등)을 적

용하는 모든 국방부 프로그램 혹은 활동이다.

특수 저장 품목 부호 | 特殊 貯藏 品目符號 | 

정책/제도

비밀, 폭발물등을 구별하는 부호를 말한다.

특수 정비 품목 부호 | 特殊整備品目符號 | 

행정공통

Special Maintenance Item Code

정비 내용별 분류하는 부호를 말한다 : 비수리

(A), 공장 수리(B), 적절한 세트 교환(C), 시험 

시 선정(D), 핵 방호 품목(E), 정비 요원의 안전

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H).

특수취급 우편 | 特殊取扱郵便 | 행정공통

특수한 취급을 요하는 우편. 등기, 속달, 접수 시

각 증명, 배달 증명, 내용 증명, 특별 송달, 연하

(年賀) 특별 우편 등이 있다.

특정 공사 | 特定工事 | 사업/계약관리

1.총 공사비 추정 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 공종 공사 중 각 중앙 관서의 장이 대안 입

찰, 일괄 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 입찰로 집행

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

합공종공사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를 말한다.

특정 단체 | 特定團體 | 사업/계약관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라목, 제7호 바목, 아목, 제

8호 다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특정 물품 등 | 特定物品等 | 사업/계약관리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물품 특례 규정 | 特定物品特例規定 | 

사업/계약관리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일부개정 2005.6.23 대통

령령 제18773호]

특정 비목 불확정계약 | 特定費目不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확정계약(확정비목)과 개산계약(불확정비목)이 

공존하는 계약형태이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비목만 계약이행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해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시행되는 제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특정 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 特定相互運用性 profile | 정책/제도

두 개의 체계 간 공통적인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로 두체계 간 적용한 표준의 집합을 말한다.

특정 조달 | 特定調達 | 사업/계약관리

특정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조달하는 행

위로서 이는 국가간 자유 무역을 위한 조치로서, 

내국민 우대 금지 및 내·외국인 무차별이 원칙

이며, 납지는 외국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소

로 설정해야 하며, 규격은 국제 규격을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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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 회피를 목적으로한 

분할 조달 금지 및 분할 조달할 경우 최초 조달 

계획서에 추후 조달 예정 물량 명기 및 절충 교

역, 국산품 우선 구매 요구를 할 수 없음.

특정 조달 계약 | 特定調達契約 | 사업/계약관리

국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한다.

특정 조달 품목 | 特定調達品目 | 사업/계약관리

국제 무역 협정에서 양허한 품목을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 계약으로 조달되는 품목(군수품) 

또는 국가 계약법에 군급 번호가 지정된 품목 중 

연초 특정 조달 품목임이 공시된 품목이다.

특정값 | 特定 | 행정공통

측정눈금에 대한 측정결과이다.

특채 | 特採 | 정책/제도

Concession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 

또는 불출한 것에 대한 허가이다.

특허 등록 | 特許登錄 | 사업/계약관리

특허등록이란 특허출원을 내서 인정을 받아 특허

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 特許權 | 사업/계약관리

Patent Right

무체 재산권(지식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는 사권

으로서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실용 신안

법·의장법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독점적·배타

적으로 발명·실용신안 또는 의장에 관하여 가지

는 지배권을 말한다.

특허권 사용료 | 特許權使用料 | 사업/계약관리

Royalty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으로 사용계약에 의하여 외부에 지불되는 사

용료로서 사용료를 생산계획량/사용기간/생산능

력으로 나누어 실비상당액을 계산한다.

특화 연구 기관(센터) | 特化硏究機關center | 

정책/제도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핵심기술개발에 접목시키

고 우수인력의 국방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하여 특정기술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도록 위

촉된 연구기관(센터)을 말한다.

특화 연구실 | 特化硏究室 | 정책/제도

신속하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국방기술 분야를 소

단위의 과제로 구성하여 무기체계에 직접 활용

이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집단연구체계로서, 개인

연구(개별기초연구)와 집단연구(특화연구센터)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수 연구 그룹 육성 목

적도 병행한다.

틸트로터 | Tilt-Rotor | 무기체계

Tilt-Rotor

이착륙할 때 프로펠러가 수직 방향으로 있다가 

전진 비행 때는 수평 방향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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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부대 | 派遣部隊 | 행정공통

Detached Unit

편제 부대로부터 떨어져서 근무하고 있는 단위 

부대로서 파견 기간 동안에도 원소속부대에 예

속된 부대이다. 이 부대는 독립 부대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또는 타 부대에 배속되거나 

타 부대와 함께 또는 타 부대 밑에서 근무할 수

도 있다.

파견 직원 | 派遣職員 | 정책/제도

Send Staff

방위사업청 소속의 위원회, 출연기관(국방과학연

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

관, 민간기관에 파견근무중인 직원을 말한다.

파급 효과 | 波及效果 | 행정공통

Ripple Effect

일정한 투자 증가분에 의한 승수 효과를 말한다.

파기 | 破棄 | 행정공통

Destruction

물자를 폭파, 소각, 매몰, 해중투기, 기타 수단으

로 파괴 또는 유기하는 것을 말한다.

파라메트릭 추정법 

| Parametric推定法 | 정책/제도

Parametric Estimation

쉽게 계량화 할 수 있는 변수 및 확장 모델 사용하

여 과거실적자료와 기타 변수 사이의 통계적 관계

를 활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비용분석 방법이다.

파라미터모수매개 변수 

| parameter 母數媒介變數 | 정책/제도

확률변수의 확률분포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양

으로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낸다. 모수는 주어

진 모집단의 고유한 상수로서 모평균(또는 기대

값), 모분산 등이 있다.

파생 요구 사항 | 派生要求事項 | 사업/계약관리

파생요구사항은 하위 요구사항과 동의어이다. 상

위 요구사항에 내포되거나 상위 요구사항으로부

터 도출 혹은 상위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만들어

진 요구사항을 말한다.

파손 | 破損 | 행정공통

Damage

소포 화물에 주로 적용되며 포장 내의 물자 일부 

혹은 전량이 파손된 하자를 말함. 그러나 소포 

화물이 아니더라도 보급원에서 규정된 포장을 사

용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된 파손은 보급원 하자로 

간주한다.

파워 블로거 | Power Blogger | 정책/제도

Power Blogger

방문자 수가 많고 댓글도 많이 달리며 호응도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를 말한

다. 해당 블로그의 고정 독자층을 형성해 ‘1인 미

디어’로 활동한다. 인터넷 여론을 지배하는 힘 때

문에 기업들이 ‘입소문 마케팅’의 핵심으로 주목

하고 있다. 하지만 상업 활동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판단 보류 | 判斷保留 | 정책/제도

성능이 시험되고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자료와 

분석을 통해 “충족” 또는 “미 충족”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사용된다.

판매 승인 국가/단체 

| 販賣承認國家/團體 | 사업/계약관리

Eligible Recipient

미 방산제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원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대통령에 의해서 결정된 우방국이

나 국제조직을 말한다. 

팔라딘 자주포 | Paladin自走砲 | 무기체계

Paladin Self-propelled Artillery

미국에서 개발한 최대사거리 30km, 전투중량 

32톤, 방열 및 사격통제를 자동통제하는 세계최

고 수준의 자주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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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 Paradigm | 행정공통

Paradigm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인식과 개념의 구조/

틀이라 할 수 있으며, 기하학에 비유하면 모든 

공식의 기초가 되는 공리에 해당됨. 따라서 공리

가 변화되면 그 공리에 기초하고 있는 모든 공식

이 바뀌듯이 Paradigm이 변화하면 관련된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 행동 기준이 달라짐. 따라서 

미래 변화에 빨리 적응하려면 Paradigm 변화를 

빨리 읽어 내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패키지화 | Package化 | 행정공통

특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관련성 있는 요

소를 통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2가지 이상의 세

트 요소를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전차 보충시 즉각적인 전투 임무 수행을 보장

하기 위해 인원(전차장, 사수, 탄약수, 조종수) 

장비(주장비, 기관총 등 부수 장비), 물자(탄약, 

유류, 부수 기재, 수리 부속품)를 각각 세트화한 

후 이를 통합·지원하는 것이다.

패킷 식별 기호 | packet識別記號 | 정책/제도

Packet Identifier

다중화된 전송 흐름(TS) 내 패킷들에 부여된 각

각의 식별자. 디지털 방송에서 여러 채널의 신호

를 다중화하여 하나의 전송로를 이용하여 전송

할 때, 먼저 각각의 채널 신호를 독립적으로 압

축하여 패킷화한 후, 이 패킷들을 다중화하여 TS 

형태로 전송한다. 이때 어느 한 채널에 해당하는 

패킷에 동일한 패킷 식별자(PID)를 부여하여 다

른 채널의 패킷과 구별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패킷들을 채널별로 구별하여 특정 ID 번호를 부

여하여 전송하면, 수신기에서는 다중화된 TS에

서 원하는 채널의 패킷만을 그 채널의 패킷 ID를 

이용하여 선택(역다중화)하고 나머지 패킷들은 

버리게 된다. ☞ PID(Packet Identifier)

패트리어트 미사일 | Patroit | 무기체계

Patriot Missile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 

생산하는 지대공 미사일이며, 항공기 격추용은 

물론 탄도탄 요격 미사일로도 사용되며 미육군과 

여러나라에서 사용중이다. 패트리어트는 미 육군

의 중고고도 방공을 위한 나이키 허큘레스 미사

일 시스템과 중고도 호크시스템을 대체했다.

퍼트 | PERT | 사업/계약관리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일정 관리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우선 1개의 프로

젝트를 구성하는 작업으로 분해하여, 그 순서 관

계를 화살선으로 제시하여 네트워크의 형으로 나

타낸다. Node에는 작업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놓는다. 각 작업의 소요 일수를 견적한다. 각 작

업은 선행 작업이 모두 종료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의 누계 일수를 요하는 선

행 작업의 종료일이 최초 개시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작업마다 누계 일수를 계산하여, 최종 작업

의 종료한 점에서의 누계 일수가 최단 공기가 되

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공기는 최대의 작

업 기간을 요하는 경로에 제약되는 것이 된다. 

이 경로를 핵심 경로라고 한다. 핵심 경로에 속

하는 작업이 지연되면 즉시 전체 공기의 지연으

로 이어진다. ☞ PERT(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펌웨어 | Firmware | 무기체계

Firmware

하드웨어 장치에 적재되고 실행과정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읽기전용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 프로

그램과 하드웨어 장치의 조합을 말한다.

편, 건 | 編, 件 | 행정공통

권 또는 책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구분단위로서 한 

건의 메타데이터 작성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대간

행물에서는 편, 고전적 자료에서는 건이라고 한다.

편각 | 偏角 | 행정공통

Deflection Angle / Drift Angle

1. 트래버스에서 전 측선의 연장선과 다음 측선

이 만드는 각. 즉 관측점(P)에 트랜싯을 세워서 

전점(P-1)을 후시하고, 망원경을 반전해서 얻어

지는 전 측선(P-1점과 P점이 만드는 선분)의 연

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점(P+1)을 전시했을 

때의 각을 측선(P점과 P+1점이 만드는 선분)의 

편각이라 한다. 2. 나침반의 자침이 진남북으로

부터 나침반의 자침이 기울어진 수평각. 자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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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가리키는 방향은 진남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 

또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이와같은 편각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3. 비행중 항공기 기체

의 방향과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이다.

편람 | 便覽 | 행정공통

Hanbook

1. 업무편람 / 직무편람 등.

2.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에게 사무분장의 규정, 

분과 분장의 규정 따위를 지시한 책자.

3. (직업, 교육용 등의) 안내서, 입문서.

4. (특수분야의) 참고서, 편람, 교본.

5. 여러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엮은 작은 책자.

6. 특별한 주제, 도구, 기계에 대한 지침이나 조

언을 주는 것.

7. 어떤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참고용 서적.

8. 한 분야의 모든 영역을 총 망라한 것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데 주로 사용되도록 

편찬한 책.

9. 경영 핸드북, 출판핸드북 등.

편성 | 編成 | 행정공통

Organization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

원, 물자, 시설, 예산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조화시키는 과정. 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정의 

편제를 취하는 것.

편성 및 장비표 | 編成및裝備表 | 행정공통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군 단위 부대의 정상 임무, 편제 기구, 인원 및 

장비 수량을 규정하고, 군부대 또는 해당 예하 

부대에서 사용하는 인사 배치에 관한 지시에 따

라 각기 소요수의 인원을 신청 및 제공하는 근거

가 되며, 군본부로부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각

기 이에 규정된 일체 장비를 청구 및 지급할 때

의 근거가 되는 표이다.

편성 부대 보급 | 編成部隊補給 | 행정공통

Organizational Supply

편성 부대 자체 보급품에 관하여 사용 부대에 의

해서 인가 및 수행되는 보급 근무를 말한다. 이

는 다음과 같은 보급 제 1단계 및 제 2단계를 결

합한다. 제1단계는 부대 보급으로부터 인가된 최

초 보충 보급품의 획득에 있어서 개인 사용자, 

휴대자, 운용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급 단계이

고, 제2단계는 부대급에서 인가된 최초 및 보충 

보급품에 대한 획득, 분배 계산에 있어서 특별히 

훈련되고 지정된 요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보급 

단계이다.

편수 | 編修 | 행정공통

Editing

보급 거래에 있어 피지원부대가 보급 지원부대에

게 필요로 하는 보급품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

는데, 이때 지원부대에서 청구서에 기록된 각종 

제원(부대, 문서 식별 번호, 재고 번호, 불출 단

위, 수량 등)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심사하여 이

를 타당하게 수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급 거래 행정이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는 관계

로 기계 처리 품목의 경우 컴퓨터에 의해 자동적

으로 편수가 이루어진다. 이때 청구서의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착오 처리 혹은 취소 등의 조

치가 취해지고 적절할 경우에는 불출 및 불출 예

정 등으로 조치된다.

편제 | 編制 | 행정공통

Organization

1.부대 또는 기관의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하

부 조직에 대하여 임무 및 기능을 부여하고 부서 

또는 부대를 편성하여 정원 및 장비의 책정과 지

휘 관계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평시 편제와 전

시 편제로 구분됨. 평시 편제는 평시 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로서 규정된 상비군 

편제로서 유사시 전시 편제 전환을 위한 근간이 

됨. 전시 편제는 인력, 물자, 재정 및 가상 적국

의 군사 상황 등 자국의 전쟁 지속 능력과 전술 

상황을 고려한 전시 대비 편제이다.

2.개인을 편성하여 군대 또는 단체를 만든다는 

뜻이다. 군사조직의 필수적인 부분을 조직하거나 

할당한 것으로, 부대편성 및 장비표상의 표준 요

소이다.

평가 | 評價 | 행정공통

Assessment, Evaluation

중요성, 크기, 특성을 결정하는 업무 및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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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한 가치부여 또는 평가업무. 사물의 가

치나 수준 따위를 평한다.

평균 가용도 | 平均可用度 | 행정공통

Availability Mean

수리 가능한 경우에 관측된 누적 시간에 대하여, 

요구된 기능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 누적 시간

의 비 혹은 임의의 몇 개의 시점에 있어서 동일

한 관측 대상 중에서 요구된 기능을 달성하는 것

이 가능한 비율의 평균이다.

평균 고장간 사격발수 

| 平均故障間射擊發數 | 행정공통

Mean Round Between Failure

총 사격발수를 총 고장횟수로 나눈 값으로, 화포

체계에 적용한다.

평균 고장간 운용시간 

| 平均故障間運用時間 | 행정공통

Mean Time Between Failure

수리 가능한 품목의 신뢰성 특성치를 표현하는 단위

로, 총운용시간을 총고장횟수로 나눈 평균값이다.

평균 고장간 주행거리 

| 平均故障間走行距離 | 행정공통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

총 주행거리를 총 고장횟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

되며,엔진/변속기 등에 대한 고장률 값 산정 시 

적용한다.

평균 보급 수준 | 平均補給水準 | 행정공통

Average Level Of Supply

저장 수준 보충 기간 중에 분배소에 보유하여야 

할 물자의 평균 수량을 말한다. 이것은 운용 수

준의 1/2과 안전 수준의 합계로 구성된다.

평균 불가동 시간 | 平均不可動時間 | 행정공통

Mean Down Time

무기 체계 등의 정비도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시

간 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없는 시간의 평균치를 

말한다. 무기 체계 등에서 발생되는 불가동 시간

은 정비 시간과 행정 및 군수 지연시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MDT(Mean Down Time)

평균 수리시간 | 平均修理時間 | 행정공통

Mean Time To Failure

수리 불가능한 장비에 대한 신뢰성 특성치의 하

나로 수리활동의 업무빈도에 대한 신뢰성을 나타

낸다.이는 설계특성 및 정비성에 영향을 주고,수

리업무에 소요되는 총시간을 정비활동의 총 행위 

수로 나눈 값이다.

평균 임금 | 平均賃金 | 사업/계약관리

Average Wage

평균 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

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위

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 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액으로 한다.

평균 정비 조치 간 시간 

| 平均整備措置間時間 | 행정공통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Actions

품목을 규정된 조건으로 복구하는 데 혹은 유지

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들 간의 시간 간격에 대

한 분포의 평균치이다. ☞ MTBMA(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Actions)

평균 창정비 주기 | 平均廠整備週期 | 행정공통

Time Between Overhaul

장비의 창 재생 이후 차기 창 재생을 위해 입고되

기까지의 사용 시간으로서 최대 작동 시간(MOT)

과 비교하여 장비의 품질 상태를 판단케 하는 가

장 기본적인 지시치로서 활용된다. ☞ TBO

평시 운용 예비 부품 

| 平時運用豫備部品 | 행정공통

Peace Time Spare Parts

평시 항공기 가동율을 유지하며 훈련 시 사용하

는 예비 부품이고, 전시가 되면 운용 수준에 비

례하여 추가 조달이 이루어지는 부품을 말한다. 

☞ PTSP

평시 저장 인가 품목 

| 平時貯藏認可品目 | 행정공통

청구 목표 설정 품목을 말하며, 평시 저장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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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은 청구 목표 미 설정 품목을 말한다.

폐검증 | 廢檢證 | 행정공통

경제적 수리 한계가 초과되고 정비 및 재생 가치

가 없는 물자를 폐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검정은 폐처리 전에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폐장비 검정은 

장비를 검사하여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고 정

비 및 재생가치가 없을 때 폐장비로 판정하는 것

이다. 둘째, 폐품 검정은 부분품 또는 결합체, 기

타 물자(장비 제외)를 검사하여 경제적 수리한계

가 초과되고 정비 및 재생 가치가 없을 때 폐품

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폐기 | 廢棄 | 행정공통

Abolition

폐지하여 버림을 뜻한다.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

품을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취하는 처분의 형태이다.

폐기 및 퇴역 비용 | 廢棄및退役費用 | 행정공통

Disposal And Retirement Cost

폐기 비용은 무기 체계를 폐기할 때 소요되는 비

용과 남은 수리 부속품을 처분하는 데 드는 비용

을 포함한다. 운영 유지 비용에 시스템 퇴역 및 

폐기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물 | 廢棄物 | 행정공통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

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 처리비 | 廢棄物處理費 | 사업/계약관리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

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폐창식 재물 조사 | 廢倉式財物調査 | 행정공통

Closed Inventory Method

저장되어 있는 전 재고품에 대하여 일체의 수불 

행위를 중단하고 특정 날짜 기준으로 조사하는 방

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정확성이 있는 반면, 수불 

업무에 지속성이 없으므로 예비 목적으로 저장된 

재고품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다. 

☞ CIM(Closed Inventory Method)

폐처리 | 廢處理 | 행정공통

Disposal / Wash Out

폐품 검정 및 폐 장비 검정 결과 경제적 수리 한

계가 초과되고 정비 및 재생 작업을 할 가치가 없

는 품목으로서 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및 

부속품 결합체에 대하여 군 보유 자산에서 삭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때 필요한 수리 부속품의 

동류 전용 또는 일부 비군사화 작업이 이루어진

다. 폐 처리에는 재산 처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포병 관측 장비(레이저-적외선 관측세트) 

| 砲兵觀測裝備(레이저-赤外線觀測세트) | 

무기체계

표적을 탐지하여 포병사격요청을 하는 주·야간 

관측장비로서 주로 포병부대 관측반에 배치되며 

레이저거리측정기, 열상관측기, 전자식 측각기로 

구성되어 표적제원을 자동 산출하여 DATA정보

를 전송하는 장비이다.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 砲兵大隊射擊指揮體系 | 무기체계

Battalion TacticalCommand System

포병부대에 배치되는 장비로서 전술 C4I 체계 및 

표적탐지체계와 연동 신속 정확한 사격제원을 산

출하여 실시간 사격을 보장하는 장비로 국내 기

술로 연구개발 하였다.

포병 모의 모델 | 砲兵模擬model | 무기체계

Artillery Force Simulation Model

포병 운용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

여 실행하는 모의 모형. 이러한 모의 모형은 포

병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 등의 훈련을 위해서 

또는 포병 부대의 전투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

행될 수 있다.

포장 | 包裝 | 정책/제도

환경 악화와 손상 또는 두 경우로부터 제품을 보

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과정과 절차이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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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척, 건조, 보관, 포장, 표기 그리고 결합

(unitization)을 포함한다.

포장 규격서 | 包裝規格書 | 정책/제도

완성 장비 부품 등 포장 사항이 규제되지 않는 

품목의 수송, 저장, 취급의 편의성을 위하여 포

장 조건을 정한 규격서를 말한다.

포장 단위 부호 | 包裝單位符號 | 정책/제도

Package Codes

포장 단위당 수량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청구 및 

불출 시 참고로 사용한다. 

☞ PC(Package Codes)

포장 단위당 수량부호 

| 包裝單位當數量符號 | 정책/제도

포장단위당 불출단위 수량

포장 분류 기호 | 包裝分類記號 | 정책/제도

Packaging Category Code

품목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식별하고 품목의 

포장과 관련된 중량/파손 및 보존을 식별하기 위

한 부호이다.

포장 수준 | 包裝水準 | 정책/제도

Degree Of Protection Code

포장물을 저장, 수송 및 취급시 위험으로부터 품

목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 정도에 따라 3가지 보

호 수준으로 분류하는 등급이다.

포장 제원 부호 | 包裝諸元符號 | 정책/제도

Package Measure Code

포장규격에 대한 제원을 표시이다. (가로, 세로, 

높이, 무게)

포장 취급 및저장 | 包裝取扱및貯藏 | 정책/제도

Packaging Handling And Storage

무기 체계, 지원 장비, 탄약 및 모든 종류의 관련 

보급품들의 보존, 수송, 선적 및 하역, 저장에 필

요한 자원, 기법 및 방법. 단기 및 장기 저장을 

위한 절차, 환경 조건 및 장비의 보존 요구 사항

을 포함한다.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包裝取扱貯藏 및 輸送 | 정책/제도

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모든 시스템, 장비, 지원 품목들이 보존되고, 포

장되고, 취급되고, 적절하게 수송되는 자원, 처

리, 절차, 설계 및 방법들. 환경적인 고려사항들, 

장단기 재고를 대비한 장비 보존 요구사항들, 수

송가능성 등을 포함한다.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ILS)의 기본요소중의 하나. 

☞ PHS&T(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포장 특성부호 | 包裝特性符號 | 정책/제도

Package Characteristics Code

포장 방법, 운송시 참고를 위해 필요한 부호이

다. (나무상자, 진공포장 등).

포장재 | 包裝材 | 사업/계약관리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

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 혹

은 용기이다.

포장ㆍ해체 | 包裝/解體 | 행정공통

Package/unpackage

수송, 저장을 위하여 체계와 장비에 대하여 수행

하는 업무를 말하며. 포장을 푸는 데 필요한 행

위도 포함된다.

포팅 | potting | 정책/제도

Potting

이러닝콘텐츠를 e-배움터 주전산기로 옮기고, 각 

이러닝콘텐츠별 세부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포함 인자 | 包含因子 | 정책/제도

확장불확도를 구하기 위하여 합성표준불확도에 

곱하는 수치인자(k). 포함인자 k의 값은 보통 2

와 3 사이에 있다.

포항급 초계함 | 浦項級哨戒艦 | 무기체계

해군이 동해급에 이어 건조한 초계함으로 주요 

활동 목적은 대잠전과 경계 임무활동, 호위함이

나 구축함 보조를 통한 대수상전 등이다.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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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함 건조를 시작, 1993년에 건조가 모두 완료

되어 총 24척이 만들어졌고, 총 28척인 초계함 

전력 중에 24척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

력 함이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으

로 상실된 천안함(PCC-772)도 동급함정이다.

표본 | 標本 | 사업/계약관리

Sample

어떤 모집단에 대해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

되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다.

표본 검사 | 標本檢査 | 행정공통

Sample Inspection

검사 대상품을 전부 검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표본을 선택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전체의 상

태를 평균적으로 판정하는 검사이며 샘플링 검사

라고도 한다. 제품의 로트에서 일정한 크기의 표

본 즉, 시료를 시험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로트

에 대한 판정 기준과 대조한 후 그 로트를 합격 

혹은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이다.

표본 분산/시료 분산 | 標本分散/試料分散 | 

행정공통

Sample Variance/Experimental Variance

관측값의 분산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측 값들의 

편차, 즉 관측값과 산술평균과의 차이로부터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본분산은 모분산의 비편

향 추정량이 된다.

표본 수 | 標本數 | 행정공통

Sample Number

표본추출기준표에 의한 표본의 수를 말한다.

표본 조사 대상 | 標本調査對象 | 행정공통

Sample Survey Object

감손율 산정 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방

산물자 감손율 산정편람의 표본추출기준표에 따

라 추출된 표본 부품 또는 품목을 가르킨다.

표본 조사 부품 | 標本調査部品 | 행정공통

Sample Survey Part

표본으로 추출되어 표본조사한 부품을 말한다.

표본 표준 편차/시험 표준 편차 

| 標本標準偏差/試驗標準偏差 | 행정공통

Experimental Standard Deviation

같은 측정량에 대한 일련의 n회 측정에서, 결과

의 분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이다.

표적 | 標的 | 행정공통

Target

1. 사격으로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인원, 물자, 지

형지물, 참조점 등을 말하며 화력 계획 작성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술어임. 표적에는 임기 

표적과 계획 표적이 있음. 2. 연습 또는 실제 전

투에서 화력이 지향되는 특정한 지점, 지역, 물

체, 물체군. 3.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량, 

질 및 방편으로 표현되는 목표. 4. 레이더로 추

적되고 있는 물체로서 무전파를 반사하고 있는 

특정 물체. 5. 정보 작전을 지향하는 국가, 지역, 

시설, 기관 또는 인원. 6. 함포 지원에 있어서 표

적에 명중한 탄착의 폭발.

표적 견인 장비 | 標的牽引裝備 | 무기체계

TOW REEL

전술항공기(F-4/16)의 공대공 기총사격 훈련시 

항공기에 장착하여 공중표적으로 견인/활용되는 

장비로 국외구매로 확보하였다.

표적 반향 신호 | 標的反響信號 | 무기체계

공격 또는 기타 표적에 의해 반사되는 본래의 신호

를 송신한 레이더 기지에 의해서 수신된 무선 부호

를 말한다.

표적 방위 | 標的方位 | 행정공통

Target Bearing

1. 사격함에서 측정한 표적의 나침반 상의 진방위

를 말한다. 2. 상대 방위：함수로부터 시계 방향

으로 0도부터 360도로 또는 기수로부터 시계 방

향으로서 수평으로 측정한 표적의 방위를 말한다.

표적 분석 | 標的分析 | 행정공통

Target Analysis

군사적 중요성, 공격을 위한 우선순위, 원하는 

파괴 또는 손상의 정도 획득에 필요로 하는 무기

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재적 표적을 검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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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순위별 저장

을 말한다.

표적 순위별 저장 | 標的順位別貯藏 | 행정공통

Stockpile To Target Sequence

핵무기를 저장소에서 반출, 조립, 시험, 수송하

여 표적에 투발하는 것을 포함한 사항의 순서와 

순열을 말한다.

표준 감항 인증 기준 | 標準堪航認證基準 | 

정책/제도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군용항공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

별로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군용항공기 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을 

말한다.

표준 계약 행정 절차 | 標準契約行政節次 | 

사업/계약관리

일정한 절차, 규정, 양식, 시간표준, 표준자료 구

성요소와 미국방부 부서와 계약자들간의 계약관

련 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부호를 제공한다.

표준 기준 또는 기준 표준 | 基準標準 | 정책/제도

Reference Standard

주어진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계량계측

상의 품질을 가진 표준을 말하며, 동 장소에서 얻

어진 측정치는 동 표준을 기준 으로 한 것이다.

표준 적합성 시험 | 標準適合性試驗 | 정책/제도

Standardization Conformance Test

어떤 제품, 과정(Process) 또는 서비스가 표준 

또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충족되어 수행하는가를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 품목 | 標準品目 | 정책/제도

Standard Item

군사 요구도를 충족하는 품목으로서, 군의 특수

성과 후속 군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특정 

모델을 말한다.

표준 프로파일 | 標準프로파일 | 정책/제도

Standard Profile

개발대상 무기체계의 특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

한 변수나 선택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준 프

로파일은 체계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표준 구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무기체계는 

국방정보체계기술구조를 토대로 한다.

표준화 | 標準化 | 정책/제도

Standardization

1.군수품의 조달·관리 및 유지를 경제적·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준을 설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와 기술적 요구사항을 결

정하는 품목지정, 규격제정, 형상관리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2. 미 국방부가 연구, 개발, 

생산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에 대하여 용역 

및 국방기관들중 가장 근접하면서 실질적인 협조

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가장 

광범위하면서 가능성 있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들의 사용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통의 또는 양립가능한 작전적, 행정적, 군

수적 절차.

(2) 공통의 또는 양립가능한 기술적 절차 및 기준.

(3) 공통의, 양립가능한 또는 상호교환가능한 보

급품, 구성품, 무기들, 또는 장비.

(4) 조직의 호환성과 일치하는 공통의 또는 양립

가능한 전술적 교리. 나토와 비나토국들에 적용

될 경우, 표준화는 작전, 행정 및 물자분야에서 

호환성, 상호운용가능성, 상호교환가능성, 보편

성의 가장 효과적인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기 위

한 개발개념, 교리, 절차 및 설계 과정을 포함함.

표준화 문서 | 標準化文書 | 정책/제도

Standardization Documents

규격서, 표준서, 핸드북, 합격품 목록(QPL), 기

술 기록, 도면 그리고 구매 명세서 등과 같이 비

교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이다.

표준화 타당성 검토 | 標準化妥當性檢討 | 

정책/제도

Standardization Validity Review

표준으로 제정을 요청한 표준안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품류 부호 | 品類符號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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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칭 부호

Expendable Reparable

정비에 있어 해당 품목의 품류 및 반납 한계를 

구분하여 불출과 반납 실적을 확인하며, 보급 수

준 조정 부호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K : 등록 장

비, P : 기지 반납 대상 수리 부속품, R : 기지 

반납 대상 소모품, W : 기지 반납 대상 일반 물

자, Q : 소모성 수리 부속품, S : 소모품, T : 건

전지, Z : 수공구, Y : 피복 및 개인 장구류, U : 

화공약품 및 잡유, X : 소모성 일반 물자, N : 비

등록 장비, 이것은 청구 부호라고도 한다.

☞ ER(Expendable Reparable)

품명 | 品名 | 정책/제도

Nomenclature

품목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유사품이나 관련된 

품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급품의 

이름으로 기본명과 수식어로 구성되며, 통상 역

명명법에 의해 표시된다.<군수용어편람>

※ 역명명법 : 분류 및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본품명 뒤에 수식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전차(기본명), 전투용(제1수식어), 무한궤

도식(제2수식어)’으로 표현된다.

품명 부호 | 品名符號 | 정책/제도

Nomenclature Code

보급품을 식별하는 초기 단계로서 각 품목에 단일 

품명을 선정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지정품명과 비

지정품명으로 구분 미국에서 작성하여 제공한다.

품명(표준품명, 기본 명) 

| 品名(標準品名, 基本名) | 정책/제도

Nomenclature

품목의 개념을 명백히 하고 유사품이나 관련된 

품목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급품

의 이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정품명 : 동일품목에는 동일품명이 부여될 

수 있도록 나토목록제도에서 공통으로 사용 하는 

군 보급품의 공식명칭을 말한다. 사례) 전차, 전

투용, 무한궤도식

2. 비지정품명 : 품목을 위한 지정품명(INC)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품명 부여 공식기관에서 부

여하는 명칭을 말한다. 사례) C4I체계

3. 지정품명부호(INC) : 지정품명을 관리 유지하

기 위하여 품명에 부여한 부호로서 목록전산체계

와 각종 목록 발간물에서 사용한다. 사례) 13438 

: 전차, 전투용,무한궤도식

4. 품명의 표기 및 사용 : 조달 및 수리를 위한 

보급/정비 교범 등에 정확한 품목의 식별이 필요

한 경우 품명과 재고번호를 표기하여 명확히 하

고, 일반적 행정문서(조달/보급 등과 관련이 없

는) 등에서는 기본명으로 식별·관리가 될 경우 

기본명을 사용하고, 기본명으로 구분이 되지 않

는 경우에는 ‘모델명+기본명’을 사용한다. 

사례) K2 전차 : 전차라는 기본명 만으로는 새로 

개발한 전차임을 표현할 수 없다.

품목 관리 기관 | 品目管理機關 | 정책/제도

Item ManagementAgency

해당 보급품의 소요판단, 조변계획수립 및 건의 

재고계정, 분배 및 저장 등 제반관리 보급기능을 

수행하는 부대 및 기관부호이다.

품목 관리 부호 | 品目管理符號 | 정책/제도

Item Management Code

보급 품목을 각 군 및 다른 정부 기관이 보유하

여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품목 관리자 | 品目管理者 | 사업/계약관리

Item Manager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물자 품목에 대

하여 관리책임이 부여된 재고통제소 또는 다른 

유사조직내의 개인담당자이다.

품목 명칭 부호 | 品目名稱符號 | 행정공통

Item Designator Code

장비의 성능과 특성, 일반적인 형상에 의해 장

비의 명칭, 형식, 모델과 계열 명칭으로 구성된

다. 1. 형식 명칭(Type Designator) : 기능 혹

은 용도에 근거한 장비의 광범위한 분류. 2. 모

델 명칭(Model Designator) : 본질적으로 동일

한 성능 특성을 가지는 특정 형식 명칭내의 장

비 식별. 3. 계열 명칭(Series Designator) : 기

본 설계는 동일하지만 형상은 상이할 수 있는 특

정 모델 명칭 내의 장비 식별. 4. 보충 부호 명칭

(Suffix Designator) : 합동 전자 형식 명칭 체

계를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형식, 모델,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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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분류

명칭과 더불어 사용하는 추가 정보이다.

품목 분류 | 品目分類 | 행정공통

Item Sorting

통제 및 관리 목적상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성층별 분류 

: 주요 품목, 주보조 품목, 부보조 품목, 수리 부

속품 등. 2. 수요 금액별 분류 : 고액, 중액, 저액 

품목. 3. 규격별 분류: 표준 품목, 비표준 품목. 

4. 특성별 분류: 특수품, 공통품. 5. 병과별 분류 

: 기술 특과별 품목. 6. 종별 분류 : 10종 분류 7. 

통제별 분류 : 통제품, 비통제품. 8. 경제성별 분

류 : 고급품, 중급품, 저급품. 9. 수요 빈도별 분

류 : 순환 수요 품목, 비순환 수요 품목. 10. 소

모성별 분류 : 소모품, 비소모품. 11. 주종별 분

류 : 주 품목(장비), 보조 품목(장비). 12. 단가별 

분류 : 고가, 중가, 저가 품목. 13. 활용성별 분

류 : 활용, 비활용 품목. 14. 회전율 고저별 분류 

: 고회전율, 저회전율 불출 품목. 15. 사용 대상

별 분류 : 민수품, 군수품. 16. 신 구형별 분류 : 

신형 장비, 구형 장비. 17. 사용 년한별 분류: 신

품, 중고품, 폐품. 18. 가공 정도별 분류: 완제

품, 반제품, 원재료, 19. 용도별 분류 : 생산재, 

소비재. 20. 환금 대상별 분류 : 환금 가능품, 환

금 불가능품. 21. 상용성별 분류 : 상용 품목, 비

상용 품목. 22. 상비성별 분류 : 상비품, 비상

비품. 23. 저장별 분류 : 인가 저장 품목, 비인

가 저장 품목. 24. 계정 편의별 분류 : 재산, 소

모품, 수리 부속품. 25. 관리 방법별 분류 : 전비

품, 통상품. 26. ADPS하에 따른 분류 : 관리자, 

취급 품목, 기계 취급 품목.

품목 식별 | 品目識別 | 행정공통

Item Identification

물리적·화학적 특성 등을 서술하여 품목의 중복 여

부를 검색하여 유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품목 식별 번호 | 品目識別番號 | 정책/제도

Item Identification Number

군용 물자 및 용역 목록상에서 각 훈련라인에 부

여된 7자리 확인번호. 첫자리는 MILDEP offer-

ing the training(B-Army, P-Navy, D-Air 

Force)를 나타냄. 다음 6자리는 훈련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인하는 숫자임. 숫자확인은 모든 FMS

와 IMET 훈련프로그램과 이행문서에 사용된다.

품목 식별 지침서 | 品目識別指針書 | 정책/제도

Item Identification Guide

품목별 특성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지침서를 말한다.

품목 식별 지침서 번호 

| 品目識別指針書番號 | 정책/제도

Item Identification Guide No

품목에 대한 기술정보 및 특성에 포함된 관리자

료를 서술하는데 용어통일과 표준화된 방법을 제

공하는 국제적인 지침서.

품목 식별 형태 부호 

| 品目識別形態符號 | 정책/제도

Item Identification Type Code

국방 보급품의 식별 형태를 나타내는 부호이다.

품목 우선 순위 부호 | 品目優先順符號 | 행정공통

Item Priority Code

전투 위주 보급을 하기 위한 품목별 우선순위 부

호로서 길이는 한 자리의 문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면

- A : A1(기능 필수품목 중 야전주요 D/L 요인 품목)

- B : A1(전투장비 유지 기능필수 품목)

- C : A2(전투장비의 주요품목)

- D : A3(전투장비에 없어도 지장이 없는 품목)

품목 지원군 부호 | 品目支援軍符號 | 정책/제도

Catalog Item Supporter Code

지원군으로 승인된 품목에 한해서, 지원군에서 소

요, 조달, 저장, 분배하는 군/기관을 나타내는 부호

이다.

품목 치명도 값 | 品目致命度 값 | 사업/계약관리

특정 위험도 분류와 임무단계 내에서의 품목의 고

장유형과 관련된 고장유형 치명도 값의 합이다.

품목 코드집 | 品目 코드集 | 사업/계약관리

감손율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방산물자를 품목별

로 코드구성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을 말한다.



519

ㅍ

품질 경영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 品目解除/轉換指定 | 

정책/제도

표준품목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 작전지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품목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라도 상용품목 등으로 표준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군 공용 가능한 장비로서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있어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

2. 유사한 모델을 보유하여도 군 임무 수행에 지

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장비제조기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최신장

비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품종 구분부호 | 品種區分符號 | 정책/제도

Class of Supply Code

보급품의 용도 특성에 따라 분류한 구분 부호이

다. (한국만 적용)

품질 | 品質 | 정책/제도

Quality

상품의 품질은 가격과 더불어 상품의 시장 적합

성을 좌우하는 2대 요소이다. 상품체를 구성하

고 있는 고유의 성질의 전체를 의미한다. 그렇지

만, 상품체에 내재하는 자연적 성질만이 상품의 

양부를 정하고, 시장수요를 좌우하는 요인이 아

니다. 상품의 품질은 협의로 파악한 경우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나 이외에 그것들의 성질을 지향하

며, 기호 등 감각적으로 판정하여 파악되는 요소

를 포함해서, 시장수요에 적합한 모든 요소로 이

루어지는 종합개념으로서 파악된다. 품질도 사용

자 품질, 적합(설계)품질, 제조품질로 구분한다. 

☞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 감사 | 品質監査 | 정책/제도

Quality Audit

품질보증활동 결과분석을 통해 나타난 취약점이 

있는 작업장 품질관리반에 대해서는 정비행위가 

해당 산품 기술표준 및 창정비 기준에 적합여부

를 평가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정조

치를 하기 위해 품질감사를 실시한다.

품질 검사 | 品質檢査 | 정책/제도

Quality Inspection

수량에 따라 전수검사와 표본검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사과정에 따라 원자재검사, 시제품검

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 납품검사로 구분할 

수 있다. ☞ 관리도

품질 검사 요원 | 品質檢査要員 | 정책/제도

Quality Inspection Personnel

생산업체의 시설에 파견되어 정부조달 품질보증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국방기술

품질원 요원을 말한다.

품질 결함 보고서 | 品質缺陷報告書 | 정책/제도

Quality Deficiency Report

장비 및 자재 등이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이

거나 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나 고장 및 결함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기지에서 군수사령

부로 작성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품질 경영 | 品質經營 | 정책/제도

Quality Management

1.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설계, 개발,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

는 방법론이며 품질 기획, 품질 관리, 품질 보증 

및 품질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일본의 전사적 품

질 관리 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기업

들의 품질 관리 운동이다. 

☞ QM(Quality Manag ement)

2.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

하여 조정하는 활동으로서 품질기획, 품질관리, 

품질보증 및 품질개선 등을 포함한다.

3.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로 미국 시장이 

잠식당하는데 자극 받은 미국의 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품질관리 운동이다. 일

본의 전사적 품질관리 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 4개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째, 품질은 고객의 요구와 일치시킨다. 둘째, 저

품질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한다. 셋째, 불량제

로를 실현한다. 넷째, 품질측정기준은 결함(요구 

조건과의 불일치) 발생액으로 삼는다. ☞ T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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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계획 | 品質計劃 | 정책/제도

Quality Plan

군수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품질보증활동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

을 말한다.

품질 계획 요구서 | 品質計劃要求書 | 정책/제도

Quality Plan Requirement

정부 조달 계약 시 계약 업체가 계약 요구 조건, 

규격서 및 도면과 일치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자 

업체의 품질 보증 및 수행 체계를 요구하는 품질 

보증 요구 규격이다.

품질 관리 | 品質管理 | 정책/제도

Quality Control

생산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의 제품을 경

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로서 

제품결함을 예방 및 통제하는 관리기능을 말한다.

품질 기능 전개 | 品質機能展開 | 정책/제도

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 개선을 위해 사용자 요구 사항을 정의하고 

이에 부합된 제품 생산으로 변환시키는 체계적 

품질 개선 과정이다. 품질 기능 전개의 특징은 

사용자 목소리가 출발점이며, 과정은 체계 공학 

프로세스와 병행하고 사용자 요구 사항을 설계

까지 추적 가능하다. ☞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 기록 | 品質記錄 | 정책/제도

Quality Planning

경영요건에 대한 적합성 정도 및 시험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

시하는 기록으로서 내부심사, 경영검토,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등을 들 수 있다.

품질 기획 | 品質企劃 | 정책/제도

품질목표를 세우고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프로세스 및 관련자원을 규정하는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를 말한다.

품질 문서 | 品質文書 | 정책/제도

Quality Document

업무 또는 활동결과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

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규격, 기술시방, 실행규

칙 및 기술기준 등의 문서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품질 보증 | 品質保證 | 정책/제도

Quality Assurance

품질 요구 사항이 충족될 것이라는 신뢰를 제공

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 경영 활동의 일부를 말한

다. 자료의 유효 기간 동안 자료의 무결성과 정확

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

적으로 기업 내에서 성립된 정책, 절차 및 체계적

인 행동들. 계획된 체계적인 활동들은 구성 요소

나 모듈 또는 시스템이 기존에 구축된 기술적 요

구 사항에 부합됨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품질 보증 기관 | 品質保證機關 | 정책/제도

Quality Assurance Agency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품질 보증 보충 규정 

| 品質保證補充規定 | 정책/제도

Supplementary Quality Assurance Provisions

품질 보증 자료의 일부분으로 품질 보증을 위하

여 검사하여야 할 개소를 지정하고 그 검사 특성 

및 방법과 합격 품질 수준을 명시하는 것을 말하

며, 이는 기술 자료 묶음에 포함환다.

☞ SQAP(Supplementary Quality Assurance 

Provisions)

품질 보증 요구서 | 品質保證要求書 | 정책/제도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국방규격의 일부분으로서, 품질보증 위해 요구되

는 적용범위, 요구조건(검사장비, 검사방법, 합

격품질수준), 사용목적, 발주제원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품질 보증 제도 | 品質保證制度 | 정책/제도

Quality Assurance System

정부 계약, 기술 요구에 일치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용자에게 사용 기간 동안 최초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신뢰성과 정비 유지 가능성

을 보증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 및 규정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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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령의 체계. 한국 공업 규격 해당 표시 제도(KS

마크 표시 제도)도 일종의 품질보증 제도이다.

품질 보증 조건 | 品質保證條件 | 정책/제도

Quality Condition

일반적인 소비자에 대한 공약으로 생산자 혹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판매 혹은 운반에 대한 

품질에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Guarantee라고도 표시하며, 매주(賣主)는 계약 

품목이 계약 내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상에는 명문으로 이 담보 책임을 

규정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매

주(買主)의 임의 처분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외 

조달의 경우 이 조건으로 계약 체결 시 계약 업자

는 계약 품목의 도착 후 12개월 간에 발생하는 재

질이나 공정상의 결함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치해 

주거나 수리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 보증 형태 | 品質保證形態 | 정책/제도

양산 계약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업체에 

요구되는 품질 특성별 품질보증의 형태로 1. 단

순품질보증형(I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

량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

고 인정된 품목, 2. 선택 품질 보증형(Ⅱ형) : 국

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생산품 등 품질이 안

정되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

하고 기품원이 품질보증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

하는 품목, 3. 표준품질보증형(Ⅲ형) : 상용품과 

군전용품목 중 장비성능 및 군사업무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통상적인 신뢰성이 요구되는 품목, 4. 

체계품질보증형(Ⅳ형) : 군전용품목 중 무기체계 

장비 등 고도의 정밀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긴

요, 복잡 품목.

품질 보증 형태 분류 | 品質保證形態分類 | 

정책/제도

품질 보증 요구 형태에 분류 기준(방위 사업 관

리 규정 제 635조)은 단순 품질 보증형, 선택 품

질 보증형, 표준 품질 보증형, 체계 품질 보증형

으로 구분되고, 품질 보증 형태 결정 절차는 기

품원에 품질 보증 형태를 분류하여 획득 기획국

에 제출하고 획득 기획국장은 계약 관리 본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품질 보증 업무 주관(방

위 사업 관리 규정 제 636조)은 기술 품질원 품

질 보증 대상(통합 사업 관리 팀장 및 계약 관리 

본부장이 정한 중앙 조달 품목으로 전투에 사용

되거나 안전에 관련한 품목)과 소요군 품질 보증 

대상(조달청 위탁 구매 등 상용 품목으로서 특수 

품질 요구 사항이 없는 품목, 국외 직구매품으로 

규격과 기술 자료가 없거나 단순 수납 검사 및 

소요군 성능 확인으로 품질보증이 수행되는 품

목, 각군의 특수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품목 

및 용역, 보안상 규제 품목 또는 물량이 소량인 

품목, 규격이 없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방위 사

업 청장은 품질 보증의 형태 및 적용 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 검사를 수행하되, 국방부 

장관 또는 소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품질 보증 활동 | 品質保證活動 | 정책/제도

납품업체가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품질을 보

장토록 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

여 업체의 원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위생관리, 

포장·저장관리 등에 대한 각종 점검,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품질 보증서 | 品質保證書 | 정책/제도

Certificate of Conformance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에서 품질이 일치한다

는 보증서를 말한다.

품질 보증원 | 品質保證員 | 정책/제도

Quality Assurance Representative

계약업체의 현장에서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을 부여 받은 기관의 요원을 말한다.

품질 요소 | 品質要所 | 정책/제도

Quality Factor

설계타당성, 구현적합성 및 성능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하며, 품질요소에는 형상관리, 

시험평가, 공정개발, 치공구 개발 및 관리, 시험

장비, 제조관리, 부품/구성품 및 수입품 관리, 협

력업체 관리, 품질경영시스템, 통계적 품질관리

가 포함된다.

품질 인증 사격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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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책임자

| 品質認證射擊試驗 | 정책/제도

유도탄(특수탄)이 정상적으로 발사되어 목표 표

적에 유도되고, 표적을 인지하여 탄두가 폭발(명

중)하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품질 책임자 | 品質責任者 | 정책/제도

시험분석 업무에 있어 시험품질경영시스템을 구

축하고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을 가진 

자이다.

품질 확인 검사 | 品質確認檢査 | 사업/계약관리

조과정 또는 제조완료후 제품 (원재료, 부품, 조

립품, 최종제품 등을 포함)에 대하여 생산업체가 

자체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 또는 로트를 

제출 하도록 하여 품질 요구 조건과의 일치여부

를 판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이다.

프로그램 | Program | 정책/제도

Program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

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

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간 자금의 전환/ 예산의 전용 

| Program間 資金의 轉換 豫算의 轉用 | 

사업/계약관리

프로그램 요소들간 또는 예산내의 라인 품목들 

간의 자금 이전을 말한다.

프로토 타입 | Prototype | 사업/계약관리

Prototype

원래 뜻은 원형, 초기 형태 등을 가리키는 것이

지만, 여기서는 어떤 구조물이나 장비에 대하여, 

형상이나 설계, 적합성 또는 성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말한다.

플라이트 리코더 | Flight Recorder | 무기체계

Flight Recorder

비행기 사고를 해명하기 위하여 탑재하고 있는 

장치를 말한다.

피스톤 엔진 | Piston Engine | 행정공통

Piston Engine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왕복기관을 피스톤엔진

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왕복기관을 프로펠러기

나 헬기의 주동력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나, 최

근에는 대부분 터보샤프트엔진을 주동력원으로 

사용한다.

피아식별 장치 | 彼我識別裝置 | 무기체계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군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조 감시레이더의 일

종으로 항공기, 선박, 전차, 지상 레이더 기지 등

에 설치하여 항공기, 사람, 항적, 고도 등의 피아

식별을 하는 장비. 지상 혹은 요격기로부터의 질

문기와 장치 내 응답기로 구성된다. 질문기는 보

통 레이더와 연동하여 정해진 부호 전파를 목표

를 향해 발사한다. 응답기는 수신한 부호 전파를 

해독해 다른 정해진 부호 전파로 응답한다. 응답

이 없거나 정해진 부호에 의한 응답이 아닐 경우 

적이거나 아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 IFOF(Identification Friend Or Foe)

피해 평가 | 被害評價 | 행정공통

Damage Assessment

1. 표적에 대한 공격 효과의 판단. 2. 국가 안보

에 관한 비밀 첩보의 누설의 영향에 관한 판단.

필수 부호 | 必須符號 | 사업/계약관리

Essentiality Code

부품 고장이「완제품의 의도된 기능」에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1’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이 완제품을 운용 불가

능하게 할 경우.

‘3’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이 완제품을 운용 불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경우.

‘5’ : 분석대상 부품의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호 “1”과 동등

하게 취급할 경우.

‘6’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법률적,

기후적 혹은 운용환경 등 특수한 타 조건에 의해 

부호 “1”과 동등 하게 취급할 경우.

‘7’ : 고장에 부호 “1”을 부여할 수 없으나 완제품 

운용 효과도의 감손 혹은 일시적 저하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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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 下都給 | 사업/계약관리

도급 계약에 있어 원사업자 또는 수급인(受給人)

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보통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

청을 받은 자를 수급사업자 또는 하청인(下請人) 

또는 하수급인(下受給人)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기도 하나 법률

이나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법은 일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 보조자이므로 그 행

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하도급 계약 기술지원 협정서 

| 下都給契約技術支援協定書 | 정책/제도

국외업체와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 

간에 절충교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합

의각서(MOA)를 근거로 특정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등에 관한 내용 및 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 下都給代金直接支給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계약물의 이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것을 수행

하고 발생한 하도급대금 상당을 방위사업청이 수

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 업체 | 下都給業體 | 사업/계약관리

현장원가관리업체에 물품, 용역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하도급법 | 下都給法 | 사업/계약관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하역료 | 荷役料 | 사업/계약관리

Port Loading And Unloading Costs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 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

한다.

하역비 | 荷役費 | 사업/계약관리

Port Loading And Unloading Costs

FMS 부대비로서 화물 수송 시 화물의 선적, 하

역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하자 | 瑕疵 | 사업/계약관리

Defect/ Deficiency/ Error

1. 계약품질 요구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계약업체 

잘못에 의한 제품의 결함사항, 수량 부족, 손상, 

이종품, 기능/성능 미 충족 등이 있음.

2. 제품이 규격이나 계약서의 조건과 달리 제조

되어 기능과 성능 등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해 발생하는 결함.

3. ‘흠’ 또는 ‘허물’을 뜻하는 용어이다. 군수품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

도가 기술 자료에서 규정한 치수나 수준에 미달

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

다. 군수품 하자여부 점검 시기는 조달품 납품 

시, 보급품 수령 후 사용기간 중, 기타 보급품 수

령 및 불출 시이다. 하자품 발생 및 확인 시 조치

사항은 정확한 결함내용과 상태 확인 후 하자처

리를 요구한다. 사용미숙 및 취급 부주의로 인한 

하자품목은 하자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 瑕疵擔保責任期間 | 

사업/계약관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종 구

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각 공종 간의 하자 책임

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 공사인 경우는 주된 공종

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음. 장기 계

속 공사에 있어서는 연차 계약별로 위 규정에 의

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 계약

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

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 공사에 대하

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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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고

하자 보고 | 瑕疵報告 | 사업/계약관리

Report of Discrepancy

FMS구매국이 물자 인도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FMS 하자는 

물자의 소유권이 구매국에 이양되기 이전에 발생

하는 것으로 판명된 보급원과 소유권이 구매국

에 이양되어 구매국 수송대행업체에 의한 수송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명된 수송하자로 분류

되며, 보급원하자는 수량초과, 물량부족, 물자파

손, 이종물자 및 품목 자체결함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하자로 미 표준양식(Standard Form SF 

364)을 작성 미측에 하자보상을 요구하며, 물자

인도후 1년이내에 요구하여야 하나 200불 미만

의 수량초과, 수량부족 및 파손에 대한 하자요구

는 할 수 없음. 수송하자는 물자수송중에 발생한 

수량부족 및 파손 등으로 판명된 하자이며, 하자

구상을 수송대행업체로 한다. 

☞ ROD(Report of Discrepancy)

하자 보고서 | 瑕疵報告書 | 사업/계약관리

Supply Deficiency Report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하자 내용을 상급 부대

에 보고하기 위한 서류이다. 보급창은 각 부대에

서 발생, 처리된 하자 현황을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 사령관에게 보고하면, 군수 사

령관은 하자 현황을 매 분기 말 기준 다음 달 15

일까지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외 군사 

판매(FMS) 하자 중 보급원 하자는 미측에 구상 

요청하는 것으로서 SF364양식에 수록된 내용(송

장 번호 및 일자, 운송 증빙서, 하자 번호, 하자 

부호, 하자 내용 등)과 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SDR(Supply Deficiency Report)

하자 보수보증금 | 瑕疵補修保證金 | 

사업/계약관리

공사 도급 계약에 있어서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건물을 준공 후 사용 관리하다가 후일에 가서 새

로이 하자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시공 회사

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시공 회사

로부터 징수하는 물적 담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납부 기준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

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하자 보수 보

증 기한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정

한 바에 따른다.

하자 보증 기간 | 瑕疵保證期間 | 사업/계약관리

Warranty Period

1.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이 계약 내용과 불일치

한 하자품임을 발견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2. 내·외자로 구매한 물품이 

납품 후 계약내용과 불일치한 하자품 임을 발견

하여 복구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하자 분류 | 瑕疵分類 | 사업/계약관리

1. 보급원 하자(공급자 하자)

도착된 화물의 포장이 완전하고, 취급상 결함이 

없는 경우로서 물자 적송 이전 보급원에서 발생

한 하자로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다.

(1) 파손 : 보급원측의 불성실한 포장방법에 기인

하여 발생한 하자.

(2) 부족 : 적송송장에 명시된 수량보다 적은 경

우로서 물자 인도상에는 부족증거가 없었으나, 

개봉하여 내용품 검사에서 발견된 부족품.(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

우는 계약불이행 사유에 해당)

(3) 초과 : 청구 및 송장상의 수량보다 초과 수

입된 것 및 이전 적송한 품목과 완전히 부합되는 

이중 적송품.

(4) 행선지 착오 선적 : 착지 착오로 오송된 화물.

(5) 이종품 : 계약상의(청구)품목과 실제 인수한 

품목이 상이한 품목.(FMS 계약과 상업계약에 동

시 적용하되 상업계약의 경우는 계약불이행 사유

에 해당)

(6) 불완전품 : 구성품중 일부가 부족한(내용부

족), 외부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작동되지 않는 

상태의(작동불가), 작동은 되나 의도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성능미달 및 시효만료 품목.

(7) 식별불가품 : 적송 통보된 물자를 확인한 결

과 어떤 물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품목.

(8) 미수령하자 : 사전 불출통보(AS-1) 혹은 선

적서류(B/L) 접수 120일 경과후까지 도착하지 

않은 미수령품, 지급요구서의 부정확 또는 누락, 

보급서류의 불완전 또는 망실에 의한 미수령품목 

등.(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9) 중고품 : 계약상에는 신품으로 되어 있으나, 

중고품으로 선적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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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잠재적하자 : 군에 납품한 이후에 발견된 물

품의 흠이나 결함.(FMS 계약에만 한정 사용)

(11) 포장내 불량하자 : 물품을 수령 입고후 포장

내에서 부족, 훼손, 이종품 발생 또는 제조된 품

목의 잠재적 결함 등이 발생한 것.(FMS 계약에

만 한정 사용)

(12) 포장하자 : 물품 내·외 포장이 불량인 하자.

2. 운송하자보급원(공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운송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송중에 발생한 하

자로서 수량부족, 파손, 훼손 및 이종품 등과 같

이 송장과 상이한 상태를 말한다.

하자 처리 | 瑕疵處理 | 사업/계약관리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

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

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하자품 | 瑕疵品 | 사업/계약관리

Defective Item

1.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

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

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

을 말한다. ☞ 하자분류

2.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요구조건과 

상이한 품목을 말한다. 납품업체에서 완전 포장 

상태 하에 납품한 군수품의 과부족, 파손품, 이

종품이 발생하거나 또는 상태 불량 시나 사용부

서 및 군수품 관리 부서에서 군수품의 품질특성, 

재질, 시험방법, 등급, 용도의 적합성 등 보장도

가 계약서상에 규정된 규격서의 기준치 미달로 

판정된 것 등이다.

하푼 | Harpoon | 무기체계

Harpoon/ Harpoon Missile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현 보잉)에서 개발한 대

표적인 능동 유도 방식 대함 미사일. 함정, 지상, 

잠수함, 항공기 등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중간유

도는 관성 항법 장치(INS)를 이용하며 종말 유도

는 능동 레이더를 이용하여 표적을 추적한다. 추

진 기관으로는 제트 엔진을 사용한다. 함상/지상 발사

형은 RGM-84, 잠수함 발사형은 UGM-84, 항공기 발

사형은 AGM-84로 분류하며, 사정 거리는 모델 별로 

90km에서 315km에 이른다.

학술 연구 용역 | 學術硏究用役 | 사업/계약관리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

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

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

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

로 제시하는 방식.

학습 곡선 | 學習曲線 | 행정공통

Learning Curve

실제로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자의 학습 능력으로 생산의 효율이 높

아지는 (생산되는 제품의 수에 따라 제품 평균비

용이 저하하여 가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통상 경험의 척도로서 누적 생산량이 

쓰이고, 효율의 척도로서 단위당 제품 비용이 쓰

인다. 이는 연습곡선이라고도 불리며 유사한 개

념으로 경험 곡선(Experience Curve)이 있다. 

학습곡선에서는 세로축에 그 제품 제조에 직접 

관계되는 노무비가 사용되는 데 비하여, 경험 곡

선에서는 일반관리비 중 그 제품에 배부되는 비

용을 포함한다.

한·미 안보 협의회의 | 韓·美安保協議會議 | 

정책/제도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국의 방위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간 안보에 관

련된 공통 관심사를 토의 및 협의하기 위한 연례 

회의로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이 참

가하여 매년 1회 윤번제로 한·미 양국에서 개최

함. 한·미 안보 협의 회의 직전에 한·미 군사

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개최

한다.

한국 국방 연구원 | 韓國國防硏究院 | 정책/제도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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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환경, 군사전략·군사력 건설, 무기체계 획

득, 인력·자원 관리, 국방 정보화 등 국방정책 

전반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

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한국 국적 선박 | 韓國國籍船舶 | 정책/제도

Korean Flag Ships

전시 지원(WHNS)의 일부로 동원된 후 미 해상 

수송사(MSC)에 인계되어 미측의 전략 해상 수송

지원에 운용되는 선박으로 미측에서 일정 기간 

사용 후 한국측에 반환하며, 추가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KFS

한국 산업표준 | 韓國産業標準 | 정책/제도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국립기술품질원 주관

으로 제정한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규격으로 제

품, 방법, 기본표준화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산업

제품이 KS에 합당하다는 취지를 특정한 마크인 

㉿표시제도의 기준규격으로도 사용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제정한 국가표준으로 제품, 방법, 기본표준화를 

그 대상으로 하며, 산업제품이 KS에 합당하다는 

취지를 특정한 마크인 ㉿표시제도의 기준규격으

로도 사용된다.

한국 인정 기구 | 韓國認定機構 | 정책/제도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제 MRA(상호 인정협정)에 따라 시험·검사·

교정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국제인정기구협

의체의 우리나라 인정기구이다.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 韓國電子通信硏究院 | 

정책/제도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정보·통신·전자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

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운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 정책/제도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정보통신산업과 기술진흥,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

로 설립된 정보통신표준 제정기관. 정보통신관련 

표준 작성과 보급, 관련기술과 표준의 연구 개

발, 국제기구 연구체제 및 국내 연구단의 구성·

운영, 국제회의 국내 유치와 각종 발표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기술 및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 

정보통신표준에 관한 인증, 정부 위탁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멧 

| 韓國型可變메시지포맷 | 정책/제도

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한국군 표준의 군사용 컴퓨터간 자료 교환 포맷

으로, 육군 지상 전력간 전술정보 공유를 위한 

전술데이터링크의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군 

VMF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한국형 기동 헬기 | 韓國形機動헬기 | 무기체계

KUH(Korean Utility Helicopter)2005년 말부터 

본격 추진된 한국형 헬기사업(KHP；Korean 

Helicopter Program)에 따라 우리 기술로 만든 

첫 국산 헬기이다.2006년 6월 개발에 착수하여 

2009년 8월에 시제 1호기가 출고되었다. 무기 

체계에 따른 제식 명칭은 KUH(Korean Utility 

Helicopter；한국형 기동헬기)이고, 통상 명칭

(애칭)은 수리온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 韓國型미사일防禦體系 | 무기체계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지상 20km 

내외의 하층 방어체계를 말한다. 작전통제소

(AMD-cell)와 조기경보레이더, 미사일을 요

격하는 패트리엇미사일(PAC-2) 등이 핵심 구

성요소이다. 이에 반해 미사일방어(MD)체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시스템

을 말한다.

한국화 | 韓國化 | 정책/제도

연구개발 또는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생산시 개

발품목의 원도를 한국의 표준체계로 변환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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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품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도액 계약 | 限度額契約 | 사업/계약관리

Basic Ordering Agreement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도액을 설정

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

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한도액 구매 | 限度額購買 | 사업/계약관리

Basic Ordering Agreement

1. 외자계약형태의 하나로 예를 들면, 작전 중인 

항공기, 함정 및 전차가 수리부속 부족으로 작전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계약금액만을 확정한 후 방위사업청과 장비회사 

간 계약을 체결하고, 소요품목 발생 시 수요군은 

방위사업청(제작사)로 견적 의뢰하고, 견적 결과

에 따라 방위사업청을 경유하여 제작사로 청구

하면 제작회사는 견적기간 내 물품발송 후 대금

은 신용장으로 결재토록 약정하는 계약이다. 통

상, 대외군사판매(FMS)로 획득이 불가능한 장비

의 수리부속(제3국 무기체계, 미군 도태 장비류 

등) 또는 FMS 대비 도입조건이 좋은 수리부속을 

제작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형태이며 상업구

매에 있어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소요 한도액을 총액으로 하여 외국생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요군에서 계약 총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

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을 말한다.

2.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주요장비의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소요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요가 발생할 때마

다 그 한도액 내에서 수리부속 및 정비지원을 청

구하여 구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미 방산 기술 협력 위원회 

| 韓美防産技術協力委員會 | 정책/제도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의 분과위원회로 한미 

양국간 방산 및 기술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례 

회의체이다. 공동위원장은 (한측) 방위사업청장, 

(미측)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차관이다. 

* 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안보 협력 위원회 | 韓美安保協力委員會 | 

정책/제도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의 분과위원회로 한미 

양국간 안보 및 획득 협력 의제를 협의하는 연

례 회의체이다. 공동위원장은 (한측) 방위사업

청 획득기획국장, (미측) 국방부 안보협력본부 

운영국장이다. * SCC :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할당 기준 | 割當基準 | 사업/계약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형상품목들의 정의와 체계 기능

과 성능 요구 사항들이 어떻게 하위의 형상품목

들에 할당되었는가를 말한다.

할당 기준선 | 割當基準線 | 사업/계약관리

승인된 할당 형상의 물리적 계층구조를 말함.

할당 보급 제도 | 割當補給制度 | 행정공통

Forced Issue Supply System

보급 소요를 과거의 수요 실적에 의하여 소요를 

예측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이는 소요를 예측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지원 부대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급량을 결정, 보급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함건조 감독관 | 艦建造監督官 | 무기체계

설계 및 건조함정에 대한 설계 및 기술관리, 사

업관리, 공정관리, 품질보증, 계약 및 원가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군이 임명하여 개발주

관업체에 파견된 해군 인원을 말한다.

함대함 유도탄 | 艦對艦誘導彈 | 무기체계

☞ 해성

함수 | 函數 | 사업/계약관리

작업을 수행하도록 작성된 독립적이고 규격화된 

프로그램이다.

함수품 | 艦首品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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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건조 개념 설계 

함정 설계·건조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적재품목으로서 신조함정 건조시 초도 보급되는 

내구성 물자·비품류를 말하며 세부종류는 아래

와 같다.

1. 항해용품 : 육분의, 비상신호등, 경사계, 일반

기류, 무중신호기 등.

2. 갑판장구류 : 샤클, 와이어로프, 페인트부러

쉬, 신호수용 쟈켓 등.

3. 안전비품 : 구명의, 소방복, 소화기, 안전모, 

이동통풍기 등.

4. 보급용품 : 문서세절기, 방한복, 식판, TV, 전

자렌지, 식기류 등.

5. 의무물자 : 수술가위, 압박붕대, 초음파진단

기, 자동혈압계 등.

6. 수공구류 : 렌치류, 충전용 공구류 등.

함정 건조 개념 설계 | 艦艇建造槪念設計 | 

무기체계

개략적인 작전운용성능안을 기준으로 함정운용 

개념과 작전운용성능안을 작성하기 위해 함정 선

행연구단계에서 수행하는 설계로, 함정의 개략적

인 제원 및 성능, 예상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배치, 선형 등 함정의 주요 성능 및 특성 등을 구

체화하여 작전운용성능안 및 함정건조기본지침

서를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함정 건조 기본 설계 | 艦艇建造基本設計 | 

무기체계

함정건조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

을 구체화하며, 함정의 제원 및 성능, 탑재무기

체계 및 장비의 배치, 장비사양, 체계 간의 연동, 

상세설계 및 함건조 계약용 도면작성, 건조비 등

을 산출하기 위한 설계로서 기본설계결과에 따라 

함정건조 기술사양서(TLS)를 결정하게 된다.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 | 艦艇建造基本指針書 | 

무기체계

Top Level Requirement

개념설계 결과 및 작전운용성능에 근거하여 함정

의 임무, 작전요구 성능,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

의 요구성능, 정비 및 군수지원 개념, 함정 편성

(승조원수) 등을 규정한 함정 설계 및 건조를 위

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함정 건조 기술 사양서 | 艦艇建造技術仕樣書 | 

무기체계

Top Level Specification

함정건조 기본지침서(TLR)에서 제시된 요구조건

을 기본설계를 통하여 구체화한 함정의 제원 및 

성능, 장비사양, 체계간 연동관계, 정비 및 군수

지원계획 등을 규정한 문서로 함정건조사양을 제

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함정 건조 상세 설계 | 艦艇建造詳細設計 | 

무기체계

기본설계결과를 기초로 함정건조를 위한 세부공

작도면을 작성하고 시운전, 함운용 등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설계를 말한다.

함정 성능 개량 | 艦艇性能改良 | 무기체계

함정의 크기, 속력 등 함정 자체의 기본 제원 및 

성능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일부 탑재 무기 체계 

및 장비의 기종이 변경되거나 개량되는 것. 무기 

체계 구성품 내에서 일부 부품 또는 부속 장비를 

추가 또는 교체하여 능력을 향상시켜 운용 유지 

차원에서의 신뢰성, 가용성 등을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하며, 성능 향상을 할 경우에도 이전과 동

일 무기 체계로 간주한다.

함형 발전 | 艦型發展 | 무기체계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변경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함정의 주요 운용개념은 바뀌지 않는 범

위 내에서 함정 크기, 속력 등 함정 자체의 기본

제원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기, 

속력, 톤수 등이 약 15%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급함정으로 간주한다.

합동 | 合同 | 행정공통

Joint

1. 동일 국가의 육·해·공군 중 2개 군 이상의 

부대가 동일 목적으로 참가하는 각종 활동, 작전 

편성을 지칭한다. 2. 어떠한 용어의 선행어로 사

용될 때는 그 말의 정의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합동 개념 | 合同槪念 | 행정공통

Joint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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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군사 전략서

합동 작전을 수행하게 될 개념을 제시해 주는 개

략적인 틀로서 합동 작전 개념을 포괄하는 의미

이다. 상위 개념은 합동 기본 개념이며, 하위 개

념은 합동 운영 개념, 합동 기능 개념 및 합동 통

합 개념으로 구분한다.

합동 개념서 | 合同槪念書 | 행정공통

합동 군사 전략서(JMS)의 부록으로서 합동군사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동군의 운용 개념

을 제시한 중·장기 기획문서이다.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 合同空對地長距離誘導彈 | 무기체계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AGM-158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

일)은 미국에서 개발된 순항 미사일이다. 길

이4.27m, 날개폭2.4m, 중량1,020kg, 속도

아음속, 사거리370km+, 엔진Teledyne CAE 

J402-CA-100 터보젯; 추력3.0kN, 탄두450kg 

WDU-42/B 관통형.

합동 과제 목록 | 合同課題目錄 | 행정공통

Joint Task List

합참의장 및 각 본부·부와 각군, 작전사령관들

이 군사력 운영간 합동성·통합성·동시성 달성

을 통해 국가 및 군사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

지에 대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과제화한 전쟁수행 

순수 소요 목록으로서 합동군사목표·임무달성

을 위해 합참·작전사·합동부대가 수행할 과업

을 각개 행위(‘무엇[what]’)를 중심으로 목록화하

고 제대별 수행과제에 대한 수준차(목적, 수단, 

규모, 역할 등)를 고려하여 전략·작전·전술적 

수준의 과제로 구분하며, 전쟁수준별로 작전수행

에 필요한 과제들과 과제에 대한 정의·조건·평

가요소 제공한다.

합동 교리 | 合同敎理 | 행정공통

Joint Doctrine

합동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데 공통

적으로 적용할 교리로서, 기준 교리와 운용 교리

로 구성된다.

합동 교범 | 合同敎範 | 행정공통

Joint Publication

합동 교리를 수록한 간행물로서, 합동 기준 교

범과 합동 운용 교범, 합동 참고 교범 등이 포함

된다.

합동 교범 초안 | 合同敎範草案 | 행정공통

Joint Publication-test Pub

합동 교리를 연구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합동 교

리로 발간하기 이전에 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시험 적용, 평가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합동 교리 

문헌이다.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 合同軍事戰略能力企劃書 | 행정공통

Joint Strategic Capabilities Plan

목표 연도의 초기에 구비된 군사능력에 기초하여 

부여된 전략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관련 전

시문서인 국방 전시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

방자원 동원운영계획서, 국방전시예산서, 합동작

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군사력 운용지침과 자료를 

제공한다.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 合同軍事戰略目標 企劃書 | 행정공통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국방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소요, 부대기획소요 및 소요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획득개발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

전략서(JMS) 및 합동전장운영개념 등을 기초로 

중기(F+3~F+7년)와 장기(F+8~F+17년)로 구

분하되 장기는 전·후기로 구분하여 작성된 기획

문서이다.

합동 군사 전략서 | 合同軍事戰略書 | 행정공통

Joint Military Strategy

국가·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과 군사

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서 합동군사전략목

표기획서(JSOP), 국방연구개발계획서 및 국방

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매 3

년 주기로 국가안보전략서, 국방정보판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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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군수

국방기본정책서 등을 기초로 중·장기 대상기간

(F+3~F+17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및 개념,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제시된 기획문서이다.

합동 군수 | 合同軍需 | 행정공통

Joint Logistics

합동 군수는 합동군 사령관과 참모가 동일 국가

의 2개 이상 군의 작전 부대의 방호, 이동, 기동, 

화력 및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 작전을 계

획하고, 수행하는 술과 과학이다.

합동 기획 | 合同企劃 | 행정공통

Joint Planning

국가 안보 목표 및 국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

략 환경을 평가하고 군사력 운용 방향을 구상하

여 군사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최선의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을 운용하

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 合同Modeling및模擬實驗 | 정책/제도

Joint M&S;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합동 집단 또는 둘 이상의 군사 조직에 의하여 

사용되는 서비스, 군수품, 장비, 능력 및 연합과 

서비스 능력의 표현을 말한다.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검인 

| 合同Modeling및模擬實驗檢認 | 정책/제도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Proponent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응용프로그램 또는 데

이터베이스 생명 주기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

는 연합 구성 요소를 말한다.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실행 패널 

| 合同Modeling및模擬實驗實行panel |

정책/제도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Executive Panel

합동 구성 요소의 조정과 그 대표의 권한 하에

서 발행된 합동 구성요소 계획. 단기(6년 이내)

와 장기(6년 이후) 프로그램을 만들고 JM&S 기

본 계획에 있는 목표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JM&S 사용의 공유 및 합동 사용을 위한 자금 

투자 계획이다. ☞ JMSIP(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Executive Panel)

합동 분석 | 合同分析 | 행정공통

분석 주관 부서의 책임 하에 국방부, 합참, 각군/

기관의 관련 부서 및 국내외 전문 기관의 요원을 

지원받아 상근 또는 비상근 요원으로 공동 분석

팀을 구성하여 분석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 센터(KJITC) 

| 合同相互運用性 技術센터(KJITC) | 정책/제도

Korea Joint Interoperability Technology Center

한국군의 무기·전력지원체계 상호운용성 보장

을 위해서 아키텍처 및 상호운용성 표준 관리, 

상호운용성 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호운용

성 전담기관이다.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 合同相互運用性 試驗 | 

정책/제도

Joint Interoperability Test

무기·전력지원체계의 2개 이상의 군 또는 체계

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를 말한다.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사령부 

| 合同相互運用性 試驗司令部 | 정책/제도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

미국의 전·평시 글로벌 네트워크중심 전투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모든 영역의 빠르고, 표준화되

고, 최적화된 시험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

는 상호운용성 평가기관이다.

합동 소요 | 合同所要 | 행정공통

Joint Requirement

2개 이상의 국방부 산하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소요를 말한다. 예를 들어, 호환성, 상호 운용성, 

통합성을 위한 모든 C4I 및 ISR 체계의 소요는 

모두 합동 소요이다.

합동 시험 | 合同試驗 | 정책/제도

Joint Test

운용시험시 시험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시험운영

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험자원을 공동사용하고 

운용시험 시 운용할 각 군 또는 기관의 운용시

험 항목과 내용을 종합하고(대부분 합쳐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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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중장기 무기 체계 기획서 

는 시험 항목/내용으로 구성) 하나의 시험 계획

에 반영하여 수행하는 시험(시험결과 자료에 대

한 분석과 평가는 각 군 및 기관에서 별도실시)

을 말한다.

합동 시험 팀 | 合同試驗 team | 정책/제도

Joint Test Team

다수군 또는 기관이 관련된 운용시험 시 효율적

인 시험수행을 위해 각 군 및 기관의 운용시험 

목표달성 범위 내에서 하나로 종합된 운용시험 

계획에 따라 운용시험 수행을 위한 육, 해, 공군 

및 관련 기관 요원으로 구성된 단일 시험수행 조

직을 말한다.

합동 실험 | 合同實驗 | 정책/제도

Joint Experimentation

미래합동작전능력에서 커다란 진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보다 부가가치 있는 전투발전요소(교

리, 조직, 훈련, 물자, 리더쉽, 인력, 정책, 설비 

등)의 변경사항을 식별, 추천하기 위해 개념을 

수집, 개발, 탐구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합동 인터페이스 | 合同 interface | 정책/제도

2개 이상의 군, 기관의 시스템 및 장비 간에 정보를 

전송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합동 전략 능력 기획서 

| 合同戰略能力企劃書 | 행정공통

Joint Strategic Capable Plan

☞ 합동 군사전략능력기획서

합동 전략 회의 | 合同戰略會議 | 행정공통

합참에서 합동 장기 군사 전략 기획서, 합동 중

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합동 중기 부대 기획

서,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등 각종 기획 문

서와 군령에 관계되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전

략 기획 실무 협의회 종료 후 관련 부서 참모부

장 및 국장급 의견 조정을 위한 회의로서 위원장

을 합참 전략 기획 참모 본부장, 위원은 합참 관

련 부장, 각 군 관련 참모 부장, 연합사 관련 참

모(필요시)로 구성한다.

합동 전력 발전 업무 | 合同戰力發展業務 | 

정책/제도

합동전투발전·실험·훈련·교육 관련 업무를 

총칭한 것이다.

합동 전술 통신 체계 | 合同戰術通信體系 | 

무기체계

Joint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

육·해·공군 합동 작전 시 군단급 이상 제대에

서 운용되는 전술 통신 체계. 전술 위성과 미군 

기지 고정 통신망을 이용한 미 국방부 통신 체계 

및 상용 통신 체계와 상호 접속하여 운용한다. 

☞ JTCS(Joint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

합동 전장 운영 개념 | 合同戰場運營槪念 | 

무기체계

Joint War Fighting Field Area Operation Concept

군사 전략 개념을 구체화하여 합동 및 작전술 수

준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구현하는 개념으

로 전장의 제운용 핵심 요소를 체계화(System)

하고 상호 연동시켜 전장 운용 핵심 요소를 통합 

운영하는 전장 관리 개념이다.

합동 전투 발전 체계 | 合同戰鬪發電體係 | 

행정공통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합동차원에서 미래전 준비를 위해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합동전투발전분야별로 전력발전소

요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합동 중장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 合同中長期軍事戰略目標企劃書 | 행정공통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국방 목표 달성과 군사전략 수행을 위한 중·장기 

군사력 건설 소요, 부대 기획 소요 및 소요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매년 국방 정보 판단서, 

국방 기본 정책서, 합동 군사전략서(JMS) 및 합동 

전장 운영 개념 등을 기초로 중기(F+3~F+7년)와 

장기(F+8~F+17년)로 구분하되 장기는 전·후기

로 구분하여 작성된 기획 문서이다.

합동 중장기 무기 체계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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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지휘 통제 체계

| 合同中長期武器體系企劃書 | 행정공통

합동 중장기 군사 전략 수행에 필요한 장기 무기 

체계 발전 방향, 무기 소요 결정 및 선정 결과를 

수록한 문서. 이는 국방 중·장기 획득 개발 계

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합동 지휘 통제 체계 | 合同指揮統制體系 | 

무기체계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작전사급 이상 부대에 전·평시 합동 전장 상황

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전 전장 상황을 가시화

하고 관련 부대 간 전장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상

황 판단과 지휘 결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또한 평시에 작전사급 이상 부대의 지휘소 합

동 연습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 JCCS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합동 참모 회의 | 合同參謀會議 | 행정공통

Joint Chiefs Of Staff Council

국방부 장관의 군사 자문 기관으로 합참 의장과 

각군 참모 총장으로 구성되며, 이를 합동 참모 

본부가 주관하게 되며 합동 참모 회의는 국방부 

장관의 최고 군사 고문 역할을 하게 된다.

합동군 | 合同軍 | 행정공통

동일 국가의 육·해·공군 중에서 2개 군 이상으

로 구성된 부대로서 단일 지휘관의 통합 지휘 또

는 작전 통제 하에서 작전하는 부대이다.

합동성 | 合同性 | 행정공통

Jointness

미래 전장 양상에 부합한 합동개념을 발전시키

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각 

군(육·해·공·해병)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

합 발휘시킴으로써, 전투력의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극대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는 것이다.

합리적 확신 | 合理的確信 | 사업/계약관리

Reasonable Level of Assurance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갖게 된, 절대적이지는 

않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말한다.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 운용화 

| 合理化標準化 및 相互運用化 | 사업/계약관리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 Interoperability

모든 동맹군에 지급되는 국방자원의 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나토군의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어떤 행위이다. 

☞ RSI(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 

Interoperability)

합성 표준 불확도 | 合成標準不確度 | 정책/제도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측정결과가 여러 개의 다른 입력량으로부터 구해

질 때 이 측정결과의 표준 불확도를 합성표준 불

확도라 한다. 합성표준불확도는 각 입력량의 변

화가 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가중된 분

산과 공분산의 합의 양의 제곱근과 같다.

합의각서 | 合意覺書 | 정책/제도

Memorandum Of Agreement

국제 간에 합의된 내용이나 조약 본문에 사용

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 간

의 외교 교섭 결과 상호 양해되고 합의된 사항

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를 말한다. 합의 각서

(MOA), 양해 각서(MOU) 간 효력 구분은 없으

나 동일 사안에 관한 조약 체결 시 통상 양해 각

서(MOU)를 기본 조약으로 합의 각서(MOA)를 

세부 시행 조약으로 사용한다. 

☞ 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치성 | 合致性 | 정책/제도

Conformity

생산확인 활동 결과, 항공기 체계가 승인된 설계

대로 제작되었음을 말한다.

핫 스왑 | hot swap | 전력지원체계

Hot Swap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시스템 전체의 동작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치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 컴퓨터의 경우 동작 상태에서 부분

적으로 하드 드라이브, CD- ROM 드라이브, 전

원 공급 장치 또는 기타 장비들을 교체해도 자동 

인식되어 정상 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533

ㅎ

항공기 역학

핫 스팟 | hot spot | 전력지원체계

Hot Spot

노트북,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PDA) 등 이동 단

말기를 사용하여 접근점(Access Point)이 설치

된 주변 지역에서 무선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초고속 인터넷과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가능 지역이다.

항공 수송 분류 부호 | 航空輸送分類符號 | 

정책/제도

항공 수송품목의 경우에 대한 세부분류이다.

항공 시스템 | 航空 system | 정책/제도

항공기와 해당 항공기의 훈련 및 지원 시스템 그

리고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모든 무장을 포함

한다. (JSSG-2000)

항공 우주 산업 | 航空宇宙産業 | 행정공통

Aerospace Industry

항공기의 몸체와 엔진 따위를 만드는 항공기 산

업과 미사일, 로켓 따위를 만드는 우주 산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항공 우주 전자 공학 | 航空宇宙電子工學 | 

행정공통

Avionics

항공기나 우주선에 관련된 전자 공학이다.

항공 우주공학 | 航空宇宙工學 | 행정공통

Aerospace Engineering

항공기·우주선의 설계·제조와, 대기권과 우주 

공간 비행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항공기 | 航空機 | 무기체계

Aircraft

항공기는 항공기 기체, 추진기관, 항공기 응용 

소프트웨어, 항공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통신/식

별, 항법/유도, 중앙컴퓨터, 화력통제, 데이터 시

현 및 조작, 생존성, 정찰, 자동비행조종, 중앙

집중식 점검, 대 잠수함 전, 무장, 무장투하, 보

조장비에 장착된 장비(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및 기타의 모든 장착장비를 포함한다. (JSSG-

2001)

항공기 기체 | 航空機 機體 | 무기체계

Airframe

보기류 및 추진기관과 구분되는 항공기, 유도미

사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체의 주요 부

위는 동체, 날개, 꼬리부위, 착륙장치 및 포드 외

부 덮개를 포함한다 (해군 및 해병만 적용).

항공기 도료 | 航空機塗料 | 정책/제도

항공기에 적용되는 도료 및 도장 방법은 항공기

의 각종 비행 조건(비, 바람, 온도, 강한 자외선, 

속도) 하에서 구조물을 보호하거나 기능성을 부

여하기 위해 적용된다.

<기능에 따른 항공기 도료 분류>

1. 내부식, 내화학, 내방수성 : 에폭시(Epoxy), 

우레탄(Urethane), 에나멜(Enamel) 등의 일반

적인 자재에 적용된다.

2. 내마멸성 : 테플론(Teflon) 자재가 해당이 되

며 운행 중 미끄럼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에 적

용하면 제품 표면의 마모를 방지할 수 있다.

3. 윤활성 : Solid Film Lubricant 자재가 해당

되며 미끄럼 작용이 일어나는 부위에 적용이 되

어 마찰을 줄여주고 제품 표면의 마모를 줄여준

다. 자재는 아주 미세한 원형 형태의 탄소입자 

물질로 되어있다.

4. 전도성 : Conductivity Coating 자재가 해당

되며 항공기 외면에 장착되는 복합소재 제품의 

표면에 적용되어 운행 중 발생하는 정전기의 흐

름을 도와준다.

5. 미끄럼 방지 : Way Paint 자재가 해당되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제품의 표면에 거친 형태

의 표면을 만들어 줌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한다.

6. 표식자료 보호 : Clear Coating 자재가 해당

이 되며 마킹된 표면에 본 자재를 적용하여 적용

된 마킹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

도록 표면을 보호해 준다.

7. 내연료성 : 연료탱크 Coating 자재가 해당이 

되며 항공기 연료로부터 제품이 손상을 입는 것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자재이다.

항공기 역학 | 航空機力學 | 무기체계

Mechanics Of Flight

항공기의 성능, 안정, 조정 따위의 문제를 역학

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비행체에 작용하는 항공 



534

항공기 통제 기능

역학적 힘과 기관의 추진력 따위를 다룬다.

항공기 통제 기능 | 航空機統制機能 | 정책/제도

Vehicle Control Functions

VCFs는 조종사/다른 출처에서 적절한 힘과 모

멘트를 만들 수 있는 비행제어명령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능과 관련된 구성품들을 포함한

다. 비행제어 명령으로 항공기 비행경로, 자세, 

속도, 항공역학적 형상, 체공 및 구조 모드를 통

제할 수 있다. 통합 VCFs는 비행제어 및 기타 항

공기 기능 또는 조종사가 준 명령을 수행, 보강

하거나 교체 또는 비행조종 세부계통이 안전비행

을 위해 기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며 

필요한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세부계통들의 

조합이다. ☞ VCFs(Vehicle Control Functions)

항만 감시체계 | 港灣監視體系 | 무기체계

주요 항만 주변 해역에 음향탐지기를 비롯한 여

러가지 감지기를 다중방책 개념으로 해저에 설치

해 수중 침투세력을 탐지, 식별 및 추적할 수 있

는 체계이다.

항만 능력 | 港灣能力 | 행정공통

Port Capacity

하루 동안에 양륙을 하고 항만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화물의 중량 및 인원수를 판단하는 데 사용

되는 계획상의 요소로서 항만의 하역 능력이다.

항별 품목 | 項別品目 | 행정공통

Line Item

청구서 상의 각 란에 기재된 개별 품목을 말하

며, 청구서나 발송 명령 상에 저장 번호별 및 명

칭별로 표시된 각 품목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부

여된 일련번호를 항별 품목 번호라고 한다. 이 

번호는 청구서나 발송 명령서 상 그 품목의 상관

적 위치를 표시한다.☞ LI(Line Item)

항별 품목 번호 | 項別品目番號 | 행정공통

Line Item Number

LOA(청약 및 수락서)의 상세 항별 품목(LI : 

Line Item)을 식별하는 3자리 영문·숫자 부호

로서 본 부호는 고객 증서에 영원히 보존된다.

☞ LIN(Line Item Number)

해군 전술 정보 지원 체계 

| 海軍戰術情報支援體系 | 무기체계

Korea Ocean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 /  

Baseline Upgrade Evolutionary Development

전·평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 감시 

정보를 근 실시간대에 입수하여 전파하기 위해 

미 해군의 해양 감시 체계인 OED체계를 도입

한 체계. 미 해군으로부터 입수되는 정·첩보 자

료는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상호 관

심 표적의 해상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해군의 

전 출처 정보와 융합하여 작전 임무 부서에 전

파한다. ☞ KOED(Korea Ocean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 Baseline Upgrade 

Evolutionary Development)

해궁 | 海弓 | 무기체계

해궁(K-SAAM)은 해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

함유도탄방어유도탄(SAAM)인 RIM-116 RAM

을 대체하기위해 국과연이 주관하고, LIG넥스원

에서 개발되고 있는 유도탄으로 수직발사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해당 협회 | 該當協會 | 사업/계약관리

용역 적격심사 업무 수행시 사용할 경우 재무상

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한국 세무사회

를 말한다.

해리 | 海里 | 행정공통

Nautical Mile

지구 적도 상에서 경도 1분 변화에 상응하는 해

면상에서 호의 길이. 그러나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체를 

평균으로 하는 국제 해리를 적용하고 있다. 적도 

상에서 지구의 둘레를 40,000km로 정의하고 있

으므로, 이를 평균할 경우 1nm은 1,852m에 해

당된다. ☞ NM(Nautical Mile)

해상 운송 | 海上運送 | 행정공통

Sea Transportation

인원 및 화물을 해상을 통하여 함정에 의하여 수

송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영해 내에서 수송되는 

연안 수송과 공해상을 통항하여 수송되는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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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수송으로 구분된다.

해상 작전 헬기 | 海上作戰Hel헬機 | 무기체계

해상작전헬기인 LYNX는 영국에서 1970년대 

초 육군용과 병행하여 개발되었으며, 1972년 3

월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 한 후 1976년 2월부터 

양산 1978년 1월 영국 해군에 실전 배치되었다. 

LYNX는 대잠 및 대함 작전에 적합한 무장과 항

공전자 장비를 갖추었으며, 기수에 탐색 및 추적

용 레이더를 장착하고 주 로터의 날개를 접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탑재무장으로는 Sea-Skua 

대함 미사일, 어뢰, 기뢰 등이 있고 야간 저고도 

해상비행을 위해 자동비행장치를 갖추었다.

해성 | 海星 | 무기체계

해성은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

공한 함대함 순항 미사일로 사정거리 150 km, 

기당 단가 약 20억원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순항 유도탄(Cruise Missile)이다. 국방과학연구

소(ADD)가 개발을 총주관하고 LIG넥스원이 시

제종합 업체로 참여했다. PCC 이상급 해군 함정

에 장착, 운용되고 있다.

해안 양륙 군수 운용 | 海岸揚陸軍需運用 | 

행정공통

Logistics Over The Shore Operations

전시에 피아 지역에 관계없이 기존의 부두 시설

을 이용하지 않고 해상에서 화물을 하역하여 육

상에 양륙시키는 일련의 군수 활동이다.

☞ LOTS(Logistics Over The Shore Operations)

해안 집적소 | 海岸集積所 | 행정공통

Beach Dump

1. 보급품의 수령 및 불출을 위하여 해두보에 설

치하는 최초 및 잠정적 보급소.

2. 보급품의 임시 저장을 위해서 상륙 지원대가 

이용하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이다.

해양 선하 증권 | 海洋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Ocean Bill of Lading

한 나라의 영해를 벗어나 외국항을 목적항으로 

하는 해외 해상 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 증

권이다.

해외 | 海外 | 계약관리

Foreign Country 

바다 밖의 다른 나라를 말한다. ‘국외’로 순화

해외 계약자 | 海外契約者 | 사업/계약관리

Foreign Contractor

군수 물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방위 사업청 등 계

약 부서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업체 포함)

을 말한다.

해외 공급원 | 海外供給源 | 사업/계약관리

Foreign Source of Supply

공급원이 외국인(업체 포함)인 경우를 말한다.

해외 물자 수리 요구서 

| 海外物資修理要求書 | 사업/계약관리

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각종 수리 부속이 국내 수리 능력(군공창/민영

창) 미개발로 인하여 해외 창수리를 필요로 하는 

대미 수리 의뢰 대상 품목의 대외 군사 판매 수

리 인가 요구서를 말한다. 수리 케이스(Case)는 

보급 지원 협정(SSA)에 의한 품목 확정 수리 케

이스, 비확정 수리 및 총괄 구매 계약(BO)에 의

한 경우가 있다. 자재 수리 요구서라고도 한다. 

☞ MRRL(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해외 방산 기술 협력 

| 海外防産技術協力 | 정책/제도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 및 수출하기 위하여 외

국과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과학 기술자 

교환 협정이나 기술 자료 교환 협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 海外展示會個別參加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 제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개별적

으로 해외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 

| 海外展示會共同參加 | 정책/제도

방위사업법 제4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단체가 업체를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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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말한다.

해외 정비 물량 유치 | 海外整備物量誘致 | 

사업/계약관리

외국 정부나 업체 등이 보유한 장비나 시설 등을 

국내 업체가 참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말하며, 해외 계약자의 하청 업체로 참여하는 

방식과 국내 업체가 외국 정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음. 후자의 경우에 해외 계

약자는 외국 정부 등과의 정비 물량 유치를 위한 

노력 및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해외 파견 부대 편성 | 海外派遣部隊編成 | 

행정공통

Organization Of Warfare Expeditionary Force

자국 군대가 해외에 원정 중에 취하는 편성으로 

지휘, 감독, 기술 및 보안상 비밀을 요하는 직위 

등을 제외한 기타직위는 주둔국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해외 파병 | 海外派兵 | 행정공통

Overseas Deployment Of Armed Forces

자기 나라의 군대나 군함, 군용기 따위를 군사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나 영해, 영공에 파견

하는 일이다.

해저 감응 기뢰 | 海底感應機雷 | 무기체계

Bottom Influence Mine

감응 기뢰의 일종으로 해저에 부설되어 통상 함

정의 자장 변화와 음향 등에 의해 감응되도록 장

치되어 있는 기뢰이다.

해저 기뢰 | 海底機雷 | 무기체계

Bottom Mine

부력이 없이 해저에 부설되도록 설계된 기뢰이다.

해지 | 解止 | 사업/계약관리

Termination

당사자 일방의 표시에 의하여 일단 유효하게 성

립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임대차, 고용, 위임과 같은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법률 관계를 소멸시

킨다 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으로 할 수 없고 장래

에 대해서만 소멸케 하는 것이다. 해지는 이점에 

있어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해지권의 발생 원인에는 계약(약정 해지권)과 

법률의 규정(법정 해지권) 등 두 가지가 있다.

핵 공급 그룹 | 核供給그룹 | 정책/제도

Nuclear Suppliers Group

1974년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진 국가들에 대하

여, 핵개발 물질과 기술 등의 이전을 통제함으로

써 핵확산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참여 

국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으며 통제품

목은 핵물질 및 핵물질의 제조, 추출에 이용되는 

원자로, 중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시설 등 원

자력 전용품목과 핵무기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공작기계, 소재 등 이중용도 품목이다.

핵심 | 核心 | 행정공통

Core

적 전쟁 수행 조직(신경)상의 두뇌 부분을 말하

며 이를 공격시 일시적 마비 또는 공황(panic)현

상이 발생되나, 통상 이러한 요소, 지역은 두터

운 방위력과 생존력으로 빠른 시간내 복구된다. 

따라서 확실한 전쟁 종결을 위해서는 이를 점령 

또는 장악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핵심 구성품 | 核心構成品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 또는 전력지원체계의 국내개발 또는 생

산에 필요한 고도·첨단기술 및 이러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체계의 중요부품으로서 체계

와 물리적, 전기적으로 연결되나 독립적인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는 구성품을 말한다.

핵심 군사장비 | 核心構成品 | 사업/계약관리

Major Defense Equipment

중요군사장비(SME) 중 연구개발비용이 5천만 

달러 이상 또는 총 생산비용이 2억 달러 이상인 

장비를 말한다. 

☞ MDE(Major Defense Equipment)

핵심 기술 | 核心軍事裝備 | 정책/제도

Critical Technology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에 수록된 무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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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미래 무기 체계의 국내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고도, 첨단 기술. 일반적으로 선진 외국

에서 기 개발 되었지만 기술 이전을 회피하는 기

술, 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가 요

구되는 기술을 말한다.

핵심 기술 기획서 | 核心技術企劃書 | 정책/제도

Core Technology Project Document

국방기본정책서, 합동군사전략서 및 합동군사전

략목표기획서를 근간으로 결정된 중·장기 무기

체계 소요 중 연구개발 무기체계와 미래 첨단무

기체계 발전추세를 고려 핵심기술에 대한 목표 

지향적 연구개발 로드맵, 핵심기술 과제 및 각 

과제별 연구개발 주도 형태를 제시하는 기획문서

이다.

핵심 기술 부품 | 核心技術部品 | 사업/계약관리

합동 무기 체계 기획서에 수록된 무기 체계의 국

내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첨단 기술 및 이러

한 기술들이 집약되어 생산되는 중요 부품으로써 

국내 생산을 위한 관건이 되며, 외국에서 기 개

발되었으나 기술 이전이나 판매를 회피하는 사항 

또는 새로운 기술 및 부품이다.

핵심 기술 부품 연구 개발 

| 核心技術部品硏究開發 | 사업/계약관리

무기 체계의 국내 연구 개발은 무기 체계 연구 

개발과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로 구분하여,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은 장차 무기 체계 획

득 시 소요되는 국방 과학 기술을 사전 해소하

며, 국가 과학 기술 체계와 연계하여 미래 전장 

특성에 혁신을 가져올 국내·외 과학 기술을 발

굴, 장려 및 지원하며, 잠재적 외부 위협으로부

터의 기술적 우위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폭넓

은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연구, 개발, 

지원 활동이다.

핵심 기술 연구 개발 

| 核心技術硏究開發 | 정책/제도

핵심 기술·부품 연구 개발은 장차 무기 체계 및 

전력지원 체계 획득 시 소요되는 국방 과학 기술

을 사전 확보하며, 국가 과학 기술 체계와 연계

하여 미래 전장 특성에 혁신을 가져올 국내외 과

학 기술을 발굴, 장려 및 지원하며, 잠재적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기술적 우위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폭넓은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연

구, 개발, 지원 활동을 말한다.

핵심 기술 요소 | 核心技術要素 | 사업/계약관리

Critical Technology Elements

개별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의 범주에서 해당사

업 완수를 위해 기술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사업

의 목표(성능, 비용, 일정)를 충족하는데 결정적

인 영향을 주거나, 기존 기술에 비해 개발 내용, 

개발방식, 시연 환경, 설계 조건 등이 새롭게 적

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핵심 노드 | 核心Node | 무기체계

Key Node

조치를 취했을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망 효

과 달성이 예상되는 노드를 말한다.

핵심 부품 | 核心部品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의 원활한 성능발휘에 필수적인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기술력이 확

보되어 있지 않은 부품.

2. 지속적으로 소요가 제기되나 초기투자비용이 

높아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품.

3. 국산화 여부가 무기체계의 수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품.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 核心部品國産化開發 | 

정책/제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

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일

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 核心部品國産化開發 支援事業 | 정책/제도

무기체계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하기 위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현궁 | 玄弓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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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중인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의 통상명칭이다.

현장 원가 관리 | 現場原價管理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청과 상주업체 간에 계약을 체결한 품목

에 대하여 사전 원가절감활동, 원가관련 자료수

집, 구매가격 통제, 원가계산 등 생산현장의 원

가관련 업무를 말한다.

현장 원가 관리 업체 | 現場原價管理業體 | 

사업/계약관리

방위사업법, 동 시행령 및 관련규정에 의한 방산

업체 중 방위사업청에서 현장원가담당을 파견하

여 원가관리하는 업체를 말하며, 업체에 현장 원

가사무실을 개설한 업체를 “상주업체”로, 현장원

가담당을 파견하였으나 업체에 현장 원가사무실

을 개설하지 않고 관리하는 업체를 “비상주업체”

로 구분한다.

현장 평가 | 現場評價 | 정책/제도

관련검토기관의 현장 평가단이 위촉필요 여부, 

연구시설 현황, 전문연구 인력 보유 현황, 기술

능력 등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현재 가격 | 現在價格 | 사업/계약관리

Current-year Dollars

인플레이션의 영향 또는 그 해의 자동상승 또는 

발행 당해연도 동안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 가격수

준의 반영을 포함하는 주어진 연도의 가치이다.

현재 최저 가격 | 現在最低價格 | 사업/계약관리

입찰서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입찰서 중 최저가격

을 말한다.

현지 수리 | 現地修理 | 행정공통

Spot Repair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장비

가 고정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정비를 운반

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에 정비시설에 의뢰하면 

현지에서 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는 주로 이동수리반을 이용하여 고장장비가 위치

한 곳에서 수리함이 신속한 복구작업 및 경제적 

정비지원을 달성할 수 있다.

현지 조달 | 現地調達 | 사업/계약관리

Local Procurement

조달 본부 이외의 각 수요 기관별로 조달하는 것

으로서 예산을 배정받은 부대가 자체에서 계약 

구매하는 형태로 현지 조달이라고도 하며, 이는 

현지 부대에 집행 예산을 배정하여 그 부대의 특

성에 알맞은 품목, 수량을 조달케 하는 소규모 

조달 방법. ☞ LP(Local Procurement), 부대조

달(部隊調達)

현행 아키텍처 | 現行 architecture | 정책/제도

Current Architecture

현재의 운용 아키텍처, 체계 아키텍처, 기술 아

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

를 말한다.

현행화 | 現行化 | 정책/제도

정보자원의 신규발생, 변경, 소멸 등 정보의 변

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관

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하도록 하

는 활동을 의미한다.

협동 군수 지원 협정 | 協同軍需支援協定 | 

사업/계약관리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

외국이나 국제조직에 의해 소유된 미국산 군사물

자에 대해 창 수준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보

급지원 제공을 위해 설계된 군수지원협정. 협동

군수지원협정은 통상적으로 동맹국이나 우방국 

재고목록에 있는 미국산 장비에 대한 수리부속과 

부차적인 품목지원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

단이다.

협력 기관 | 協力機關 | 정책/제도

주관기업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과제에 참여하

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협력 업체 | 協力業體 | 사업/계약관리

Cooperator

개발주관업체 또는 주계약업체가 생산하는 무기

체계의 구성품 또는 부품생산과 관련하여 개발주

관업체 또는 주계약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이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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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표

임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

협상 | 協商 | 사업/계약관리

Negotiation

1. 계약 금액, 목표 가격 기타 계약 요소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 쌍방이 상호 대립

하는 의사 표시를 합치시키는 과정. 

2.라틴어의 Negotiaon, 혹은 Negotium에서 유

래한 말로서 Neg은 Not을 의미하고, Otium은 

Leisure 혹은 Free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협상은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닌, 자기 마음대

로 할 수 없는 거래를 뜻한다. 협상의 개념은 타

결의사를 가진 2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양

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의 합의(Agreement)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간단히 표현한다면 협상은 주고받

는 것(Give and Take)이다. 협상을 의미하는 다

른 용어로는 흥정(Bargain)이 있는데, 일반적으

로 흥정은 주로 개인 간 매매 등과 같은 상호작

용을 의미하며, 협상은 개인 차원이 아닌 기업이

나 국가 등 복합적인 사회단위 간의 다수의 의제

(Issue)에 대한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 협상 전략

협상 대표 | 協商代表 | 정책/제도

조약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협상 전략 | 協商戰略 | 사업/계약관리

Negotiation Strategy

협상 전략은 협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

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협상전개의 방향과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략이 의

미하는 범주는 5가지(5Pʼs)라고 한다. 첫째는 계

획(Plan)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서 계획으로서

의 전략이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의도

적인 행동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

다. 둘째는 책략(Ploy)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

서 전략은 특정 경쟁 상황에서 경쟁자를 압도하

기 위한 의도된 구체적인 방책을 의미한다. 어떤 

면에서는 협의의 전략, 즉 전술과도 가까운 의미

다. 셋째는 행동 패턴(Pattern)으로서의 전략이

다. 이때의 전략은 사전에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

지 않은 것이든 특정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게 일

관되게 나타나는 모든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넷

째는 위치 설정(Position)으로서의 전략이다. 이

는 조직의 내부와 환경을 결합시킴으로써 외부나 

환경에서 조직의 위치나 지위, 이미지 등을 결정

하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의미한다. 다섯째, 관

점(Perspective)으로서의 전략이다. 여기서 전략

은 전략 결정자가 환경을 인식하는 관점을 의미

한다. 이 정의는 가장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으

로, 특정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가치관, 세

계관 등의 개념과 유사하다. 협상에서 전략이 차

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크고 다양하므로 협상 

전략은 이 다섯 가지 전략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

는 개념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 協商에 의한 契約 | 

사업/계약관리

1.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

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기

타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제안 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이다.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계약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

를 들어 전술 C4I체계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 계약의 종류

협약 | 協約 | 정책/제도

Convention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 사항을 입법화하는 성격

의 조약이다. 각종 조세 협약 등과 같이 협정보

다 더욱 특수한 조약을 지칭한다.

협약 금리 | 協約金利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과의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조달

하는 자금의 금리를 말한다.

협의 대표 | 協議代表 | 정책/제도

기관간 약정안을 협의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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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협의회 | 協議會 | 정책/제도

Conference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

임을 말한다.

협정 | 協定 | 정책/제도

Agreement / Convention/ Memorandum Of Agreement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국제 간 또는 조

직 간에 있어서 문서에 의한 쌍방 합의의 한 가

지 방법이다. 협정은 일반적으로 비정치적, 전문

적, 특정 문제를 취급하며 정부 간·부처 간 조

약에 많이 사용된다. 조약(Treaty)보다 공식적이

지 못한 표현이다.

협정 가격 | 協定價格 | 사업/계약관리

Stipulated Price

국제 간에 합의한 무역품의 가격 또는 판매자(동

업자) 다수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가격을 

말하며, 이발료, 목욕료, 교통비 등 공공 요금은 

후자에 해당된다.

협정 참값 | 協定 참값 | 정책/제도

Conventional true value of a quantity

어떤 특정량에 부여된 값으로서 주어진 목적에 

적합한 불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때로는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값이다.

협정서/양해 각서 | 協定書/諒解覺書 | 

사업/계약관리

Memorandum of Agreement/Memorandum of 

Understanding

권 한 이  부 여 된  대 표 자 들 에  의 해  법 적 으

로 구속력을 가지게 될 의도로 서명된 정

부 간 또는 정부와 국제조직간의 문서협정이

다. ☞MOA(Memorandum of Agreement),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협조 권한 | 協調權限 | 행정공통

Coordinating Authority

2개(또는 그 이상) 군 또는 동일 군내 2개(또는 

그 이상) 부대들에 대한 특정한 기능 또는 활동

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휘관 또는 개인에게 부여

된 책임. 지휘관 또는 개인이 해당 부대 간 협의

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나 동의를 강요

할 수는 없다.

형 | 型 | 정책/제도

설계 모델, 모양 혹은 다른 형상과 관련하여 유

사 품목이나 공정의 차이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Ⅰ형”, “Ⅱ형”과 같이 로마문자로 표시한다.

형광 도료 | 螢光塗料 | 행정공통

Fluorescent Paint)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이것

을 가시광선으로 바꿔 반사하는 도료를 형광도료

라고 한다.형광도료는 형광성 안료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데 형광성 안료에는 형광등의 경우

와 같이 무기물인 형광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

으나 일반적으로 유기 형광성 물질을 사용한다. 

사용하는 안료에 따라 청색, 녹색, 노란색, 주황

색, 적색 등 다양한 형광색을 나타낸다. 형광안

료는 보통의 안료와 같은 빛을 반사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형광을 발산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색체를 나타내고 보통안료로 볼 수 없는 특이한 

빛을 가진 색을 얻을 수 있다. 단, 유기 형광안료

는 일반적으로 내광성 및 내열성이 떨어지기 때

문에 퇴색이 조기에 발생한다.

형광 침투 검사 | 螢光浸透檢査 | 행정공통

Liquid Penetrant Inspection

형광 물질이 든 침투액을 사용하는 침투 탐상 검

사 방법으로 파장이 330~390nm의 자외선을 조

사하여 결함 지시 모양이 형광을 발하게 하여 결

함을 검출한다. 보통 황록색의 형광색을 가진 형

광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 침투액의 성질에 따라 

수세성, 후휴화성, 용제 제거성 형광 침투 검사 

등이 있다.

형상 | 形狀 | 정책/제도

Configuration/ High Configuration

1. 현재 사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제품의 성능, 

기능 및 물리적 특성을 말한다.

2. 기술문서로 규정되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하

드웨어·소프트웨어의 기능적 및 물리적인 특성

을 의미한다. 물리적 특성이란 재질, 치수, 표면

처리, 작동방식 등을 말하며, 기능적 특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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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식별 및 문서화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구온도 

범위 등을 말한다.

3. 제품화된 품목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말하

며 규격서나 도면 등 기술자료에 치수, 모양, 재

질, 제원, 성능의 형태로 표현된다.

형상 관리 | 形狀管理 | 사업/계약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1. 제품의 전 수명 주기 동안 요구되는 설계 및 

운용 조건에 맞도록 해당 제품의 성능, 기능 및 

물리적 특성을 일관성이 있도록 설정하고 유지하

는 기술적 관리 활동이다. 형상 관리는 형상 식

별, 형상 확인, 형상 통제, 형상 현황 관리로 구

분된다.

☞ CM(Configuration Management)

2. 품목의 기능적 또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특성에 대한 변경을 통제하는 것

으로 도면, 규격서 등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문

서와 그 제품의 합치여부를 점검하고 형상의 변

경을 승인한 경우, 그에 따른 이행현황 등의 필

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동이며, 형상식별 

및 문서화 형상통제 형상확인 형상자료 유지로 

구분하고, 국방규격 제정대상 품목에 대하여 사

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품목이 폐기될 

때까지 수행함. 

☞ CM(Configuration Management) 

형상 관리 품목 | 形狀管理品目 | 정책/제도

Configuration Management Item

1. 정부기관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최초 사용 기

능을 만족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집합체 또

는 그의 일부분이다.

2. 군수품으로 획득하는 품목 및 연구개발중인 

품목으로 형상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완제품, 그 

특정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것으로 군수

지원상 필요하거나 분리조달토록 지정된 품목도 

이에 포함된다.

형상 기준 | 形狀基準 | 정책/제도

Configuration Standard

1. 특정시점에서 제품특성을 기술한 합의서로 변

경을 정의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2. 각 특정한 변경 형상에 관하여 승인되어 공개

된 문서 또는 문서들의 묶음이다. 이 기준선의 

목적은 변경사항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의하여 

제공하는 데 있다.

3. 현재 승인되거나 공개된 형상문서이다.

4. 소프트웨어 버전 및 수반되는 형상문서로 구

성되는 공개된 파일들의 묶음이다.

형상 기준선 | 形狀基準線 | 정책/제도

Configuration Baseline

1. (1) 심의 등을 통해 제품의 최초 형상으로 정

의된 제품의 특성.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변경이 

발생한다. (2) 현재 시점에서의 승인 배포된 형상

식별서. 현 시점의 형상을 뜻한다. (3) 형상 변경

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정의된 특정 시점

에서의 형상 식별서의 집합. 이를 위해서는 집합

을 구성하는 각 형상 식별서별 해당판(Version)

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특정한 시점에 제품의 형상에 대한 합의된 설

명이며 변경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상 문서 | 形狀文書 | 정책/제도

개발 대상 체계 또는 구성품의 성능, 기능 및 물

리적 특성(속성)을 정의하기 위해 작성된 기술문

서(예 : 규격, 도면 등)와 형상모델(할당 형상 문

서, 기능 형상 문서, 제품 형상문서)을 말하며 

“형상식별서”와 동의어이다. 형상문서에는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요구사항 문서.(소요결정문서, 체계개발동의

서, 운용개념서, 운용요구서)

2. 체계 / 부체계 개발규격서, 체계 / 부체계 설

계서, 설계도면 및 모델.

3. 기능 모델 및 3차원 형상모델.

4. SW 소스 코드 및 실행 환경.

5. 시험 절차 및 환경 정의서.

형상 식별 | 形狀識別 | 정책/제도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형상 관리 품목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을 정의하

고 규격서나 도면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는 행위

이다. ☞ CI(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형상 식별 및 문서화| 形象識別 및 文書化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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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식별서 

형상관리품목의 기준 특성을 식별하고 이를 기술문

서 형식인 형상식별서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상 식별서 | 形狀識別書 | 정책/제도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품목에 대하여 각 순기 단계별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여 기술한 규격서, 도면 및 부품목

록 등 기술자료를 말한다.

형상 자료 유지 | 形狀資料維持 | 정책/제도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1. 제품 및 제품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형상정보 획득 및 저장 그리고 접근에 관

련된 형상관리활동이다.

2. 승인된 형상식별서, 제안된 형상변경사항, 제

안된 형상변경의 추진현황, 승인된 형상변경의 

이행현황 등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하는 활

동을 말한다.

형상 처분 권한자 | 形象處分權限者 | 정책/제도

Dispositioning Authority

형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책임 및 권한이 부

여된 개인 또는 개인집단을 말한다.

형상 추적 | 形狀追跡 | 정책/제도

이력관리, 버전관리, 변경관리 등의 수명주기 전

반에 걸쳐 형상의 추적성을 유지하기 위한 형상

관리 활동을 말한다.

형상 통제 | 形狀統制 | 사업/계약관리

Configuration Control

1. 규격서, 도면 등 형상 식별서의 변경이나 제품

이 형상 식별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

우 이의 수락 여부를 통제하는 행위. 형상 통제

에는 기술 변경(Engineering Change), 규격 완

화(Deviation), 면제(Waiver)가 있다.

2. (1) 기준선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적절하게 식

별하고 문서화 등을 확실하게 하는 체계적인 과

정이다. (2) 체계적인 제안, 타당성 부여, 평가, 

협조 및 제안된 변경의 시행 그리고 승인된 모든 

변경사항들을 (a) 해당 제품의 형상에 반영, (b) 

관련된 제품정보에 반영 및 (c) 지원 및 인터페이

스 되는 품목들과 수반되는 품목정보에 반영하는 

형상관리활동이다. (EIA 649)

형상 통제 심의 위원회 

| 形狀統制審議委員會 | 사업/계약관리

Configuration Control Board

제안된 기술 변경, 규격 완화, 면제 사항에 대하

여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 행정 위

원회를 말한다. 

☞ CCB(Configuration Control Board)

형상 품목 | 形狀品目 | 정책/제도

Configuration Item

형상품목은 최종 사용기능을 만족하고 별도의 형

상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또는 이 둘이 조합된 것을 말한다. 형상 품

목은 전형적으로 알파벳-숫자 식별자가 요구된

다. 이것은 형상품목의 개별 단위별로 단일하게 

식별하기 위해 계열번호를 할당하여 변화하지 않

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MIL-HDBK-61A)

형상 항목 | 形狀項目 | 사업/계약관리

사용 목적을 충족하는 HW, SW, HW+SW를 의

미하며 형상관리의 독립된 단위이며 형상식별자

에 의해 구분된다. 즉, 식별된 형상항목별로 형

상을 정의하여야 한다. 형상항목은 고유의 식별

자로 “형상항목”과 동의어이다.

형상 현황 관리 | 形狀現況管理 | 사업/계약관리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형상 관리 대상 품목의 형상 변경 이력 관리, 변

경 과정 및 내용과 적용 내용에 대한 현황 관리, 

형상 식별서의 변경 관리 및 관련 현황과 이력 

관리, 형상 관리 대상 품목의 현재나 특정 시기

의 형상을 파악하는 행위이다. 

☞ CSA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형상 확인 | 形狀確認 | 사업/계약관리

Configuration Audit

형상 식별서 확정 전에 형상 식별서와 시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 형상확인은 

성능, 기능 특성 등을 확인하는 기능적 형상확

인(FCA,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과 

제품의 모양, 구성, 배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물



543

ㅎ

혼합 배치

리적 형상확인(PCA, Physical Configuration 

Audit)으로 구분된다.

형식 번호 | 形式番號 | 정책/제도

형상통제의 수단을 제공하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명에 부가하여 부여된 번

호로 알파벳과 숫자를 합하여 사용한다.

형식 설계 | 形式設計 | 정책/제도

Type Design

형식설계는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해당 항공 시스템에 적용되는 감항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상 및 설계 기능들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도면, 규격서 및 그 목록.

2. 해당 제품의 구조적 강도를 정의하는데 필요

한 제원, 자재, 특성 및 공정들에 관한 정보.

3. 안전한 운용 및 정비에 요구되는 감항성 제한

사항들.

4. 동일 형식의 후속 제품을 감항성, 소음특성, 

연료 배출, 배기가스 방출(필요시)에 대해 비교

하여 결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형식 시험 | 形式試驗 | 무기체계

새로 개발한 항공기용 발동기의 시제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이에 합격하면 대량 

생산용의 원형 발동기의 자격을 얻게 된다.

형식 인증 | 形式認證 | 정책/제도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

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인증이다.

형식 인증서 | 形式認證書 | 정책/제도

Military Type Certificate

군용항공기 설계가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

하여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서를 말

한다.

호주 그룹 | Australia Group | 정책/제도

Australia Group

UN 특별 사찰단이 1984년 4월 이란·이라크 전

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 사실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화학무

기관련 원료와 기술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85

년 설립되었으며 통제품목은 신경작용제, 수포작

용제 등 화학무기의 원료물질인 시안화나트륨, 트

리에탄올아민 등과 생물무기로 직접 사용될 수 있

는 보툴리눔독소, 탄저균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화

학작용제 및 생물작용제의 제조장비인 반은기, 원

심분리기 등도 통제대상 품목이다.

호환성 | 互換性 | 행정공통

Compatibility, Interchangeability

1. (1) Interchangeability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

우에는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며,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

의 호환성으로 구분되며, 제품의 표준화를 통하

여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2) Compatibility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일 체계·환경 속에서 상호 간섭없이 장비, 구

성품 및 품목들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서로 교환이 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함. 제품에 

따라 치수상(규격상)의 호환성과 성능상의 호환

성으로 구분되며 표준화된 제품(장비 및 수리 부

속품)일수록 호환성이 높아진다.

혼성 장비 정비 | 混成裝備整備 | 행정공통

정비계획 수립은 주장비 군수책임 기능처에서 보

조 장비 군수책임 기능처와 협조하여 사업 계획

에 반영하며, 주장비 정비는 주장비 정비창에서 

정비하고, 보조 장비는 분리하여 해당창에 이송 

정비 의뢰, 분리 불가능한 보조 장비는 주장비 

정비창에서 정비 완료후 주장비와 함께 보조장비

를 정비창에 이송한다.

혼성 적재 | 混成積載 | 행정공통

Commodity Loading

탄약, 식량, 자재 등 각종 형태의 화물이 양륙할 

때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적재하는 방법이다.

혼합 배치 | 混合配置 | 행정공통

Mixed Disposition

2개 형태 이상의 방공 포병 무기 체계를 한 지역

의 방공 작전에 운용하는 것으로서 혼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치 지침은 장거리 사각 

지대를 보완하도록 배치 운용함. 무기의 상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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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원은 동일 무기 체계에만 적용하며, 각 무기별 

능력은 독립적으로 평가 종합한 것이 혼합 배치

의 방어 능력이 된다.

홈페이지 | 정책/제도

Homepage

웹 사용자에게 홈페이지는 웹 브라우저를 실행시

킨 후 웹상 에서 어떤 사이트를 선택 했을때 제

일 먼저 보여지는 웹 페이지이다.

홍상어 | 홍상어 | 무기체계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는 KD 급 이상의 구축

함에 장착하여 원거리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것

을 운용개념으로 하고 있으며 잠수함의 탐지장비 

성능향상 및 탑재무기의 장사정화 등으로 원거리 

공격능력이 신장되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하도록 개발된 장거리 대잠 공격 무기체계이다. 

홍상어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대

잠 로켓(ASROC)이다. 유도탄에 탑재되어 잠수

함이 숨어있는 해상까지 날아간 후 입수 타격하

는 방식으로 탄두는 청상어를 사용한다. 미국의 

RUM-139 VL-ASROC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

째로 개발되었다.

화물 도착 통지서 | 貨物到着通知書 | 

사업/계약관리

Arrival Notice

운송 계약 조건에 따라 운수 업체가 화물의 도착

을 수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서면으

로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에 필요한 사

전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하나, 화물은 이미 도착

하고 선적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 AN(Arrival Notice)

화물 선취 보증서 | 貨物先取保證書 | 

사업/계약관리

Letter Of Guarantee

수입 화물은 국내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적 서

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아 화물의 인도가 불가

능할 경우와 선하 증권(BL)을 분할하여 화물을 

인도하고자 할 때 수하인은 선박 회사로부터 입

수한 화물 통지서와 선적 서류 사본을 신용장 개

설 은행에 제시하여 이 증서를 발급받아 통관에 

이용한다. ☞ LG(Letter Of Guarantee)

화물 인도 영수증 | 貨物引渡領受证 | 

사업/계약관리

Cargo Delivery Receipt

한·미간의 군원 물자 인계 인수에 사용되는 증

표로서 한·미 인계 인수자가 상호 서명하고 선

박에서 인계 인수할 때에는 선창(船艙)에서 이루

어지는 증표를 말한다. 화물 인계 증표는 수송 

통제 이동 서류(TCMP) 또는 선창 타리(Hatch 

Tally)라고도 하며, 선창 검수원이 군원(MAP) 

검수원의 입회 하에서 작성한다. 

☞ CDR(Cargo Delivery Receipt)

화물 인도 지시서 | 貨物引渡指示書 | 

사업/계약관리

Delivery Order

선박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화물의 인도를 지시

하기 위하여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서류

를 가리킨다. 수입자가 은행에서 교부받은 운송 

서류와 기타 선적 서류를 선박 회사에 제시하면 

적하 목록이나 운임표 등이 정확한가 대조하고, 

운임 후 지급인 경우에는 운임을 정산한 후 발급

하게 된다. ☞ DO(Delivery Order)

화물 적하 목록 | 貨物積荷目錄 | 사업/계약관리

Manifest

외국 화물을 실은 선박이 입항할 때 선장이 입항 

24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선적 화물의 명

세서이다. 배 이름, 국적, 하인(荷印), 번호, 품

명, 출하주(出荷主), 하수인(荷受人), 수량, 무게, 

부피 따위를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적하목록

이라고도 한다. ☞ MF(Manifest)

화물 출하 증표 | 貨物出荷證票 | 사업/계약관리

Dray Tally

수송 사령부와 각 기지창 간의 군원 물자 인계인

수의 증표로서, 이는 주로 포장 단위로 인계인수

되며, 부두에 하화한 화물을 목적지에 직송 내지 

재발송할 때 호송병 혹은 수불병 입회 하에 검수

병이 검수용을 작성한다. ☞ DT(Dray 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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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형태 부호 | 貨物形態符號 | 사업/계약관리

Type Of Cargo Code

해당 보급품의 수송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

는 품목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특성을 나타내는 

부호로서 예를 들어, 1 : 항공기 엔진, A : 방사

성 물질, F : 폭발물(C급) 등이다. 

☞ TCC(Type Of Cargo Code)

화생방 방호 절차 | 化生放防護節次 | 행정공통

Hardness Critical Process

분석대상 정비업무가 주요 업무품목에 대한 것인

지를 나타내는 부호로서, 화생방 방호에 관련된 

절차이다.다듬질,규격,제조 기술/절차 등이며,만

약 이 내용이 변경되면 화생방 방호능력을 저하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현재 시점에서 해당 업무

가 화생방 방호에 관련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을 경우에만 부호 ‘S’를 사용한다.

화약류 | 火藥類 | 행정공통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3항의 화약, 폭

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을 말한다.

화학 무기 금지 협약 | 化學武器禁止協約 | 

정책/제도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97년 4월 발효되었다. 

1. 화학무기(Chemical Weapon)란 독가스와 같

이 유독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원을 살상하거

나 초목을 고사(枯死)시키는 무기로 신경가스(타

푼), 미란성(爛性)가스(이페리트), 질식가스(염

소), 혈액가스(청산), 재채기가스(애덤사이트), 

최루가스(CS), 정신착란가스(BZ) 등이 있다.

2.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은 19

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868년

의「성페테스브르그」선언, 1874년의「브랏셀」협

약,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협약 등 화학무

기 또는 독성무기의 전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은 계속 

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양 진영이 대규모 

화학전을 감행하여 수많은 화학무기 희생자가 발

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1차 대전 종전 후 1925년 전시에 질식 

및 독성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를 체결하였으나 화학무기의 확산과 사용을 금지

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는 화학무기금지 문제를 UN에서 우

선 협상과제로 선정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미국과 구소련이 화학무기 감축을 

위한 양자회의를 시작하였으며 UN 군축회의에

서는 화학무기감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약

안 조문에 대한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협상추진

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었으나 1991년 미국

이 일방적인 화학무기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협상

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92년 8월 군축대표들은 협약의 최종안을 확정

하였고 12월 UN총회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

라 1993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화학무기금지협

약의 서명식이 거행되었으며 1997년 4월 29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하

였고 2002년 10월 현재 가입국이 147개국에 달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화학공정 | 化學工程 | 행정공통

자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로부터 구입한 원

료를 이용해서 화학적인 공정을 통하여 재료나 

부품 또는 구성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금속소재 

화약등의 화공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화환 어음 결재 | 貨換--決裁 | 사업/계약관리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수출업자가 물품 선적 후 제 선적서류와 환어음

을 발행하여 거래 은행과 상환하여 대금을 지불

받는 조건을 말한다.

확률 | 確率 | 행정공통

우연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0

에서 1 사이의 실수를 말한다.

확률 밀도 함수 | 確率密度函數 | 행정공통

분포함수의 도함수를 말한다.

확률 변수 변량 | 確率變數變量 | 행정공통

특정 집합으로부터 어느 값이나 취할 수 있는 변

수로서 확률분포와 연관 지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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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분포

확률 분포 | 確率分布 | 행정공통

확률변수가 어떤 주어진 값을 가질 확률 또는 주

어진 값의 집합에 속할 확률을 주는 함수이다.

확률 질량 함수 | 確率質量函數 | 행정공통

이산확률변수 X의 어떤 값 에 대하여, 확률변수 

X가 와 같게 될 확률 를 주는 함수.

확인 신용장 | 確認信用狀 | 사업/계약관리

Confirmed LC

확인 신용장은 통지 은행이 수익자에게 대해 신

용장 대금의 지급 등을 확인하는 문언을 삽입한 

신용장을 말한다.신용장에 확인(Confirmation)

을 하게 되면 확인 은행은 개설 은행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확인 은행과 개설 은행은 부

진정 연대 책임 관계에 있게 된다(UCP 9.b). 따

라서 만일 통지 은행과 개설 은행이 본지사 간의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지사와 본사는 동일한 책

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확인을 함으로써 통지 은

행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개설 은행

이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매도인은 현지 은행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

송을 제기하는 등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이다. 즉 확인 신용장은 현지화의 방안으

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인 신용장을 확보할 

경우 수출 거래는 지급에 관한 한 국내 거래로 

되어 신용 위험은 실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이다. 이에 따라 확인 신용장은 국제 거래 실무

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확인(검증) | 確認(檢證) | 행정공통

Validation/ Verification

1. 개발자 또는 제작자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하

며, 체계 또는 체계 구성요소가 기술적인 정확성

과 적절성을 가지고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사실에 대해 검토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특정 모델 혹은 시뮬레이션이 사용자의 특정

한 목적을 만족하는지 또는 의도한 바대로 실상

을 정확히 묘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었는가?”를 평가하는 것

을 뜻한다.

확장 불확도 | 擴張不確度 | 정책/제도

측정량의 합리적인 추정값이 이루는 분포의 대부

분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정결과 주위의 

어떤 구간을 정의하는 양.

확정 계약 | 確定契約 | 사업/계약관리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일반 

확정계약, 물가조정 단가계약, 원가절감 보상계

약, 유인부 확정계약으로 나눠진다.

☞ 계약의 종류, 일반확정계약, 물가조정 단가계

약, 원가절감 보상계약, 유인부 확정계약

확정 계약 및 개산 계약 | 確定契約,槪算契約 | 

사업/계약관리

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미리 작성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2.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예정

가격을 작성할 수 없어 개산가격으로 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금액을 계약이행중 또는 계약이행후

에 확정하는 계약.

확정 오퍼 | 確定Offer | 사업/계약관리

Firm Offer

조회 결과 가격을 비롯한 거래 조건이 확정되고 

유효 기간도 설정되어 있어서 일단 발행된 오퍼가 

유효 기간 내에는 그 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바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형태의 오퍼를 확정 오퍼라 함.

확정 원가 심사 | 確定原價審査 | 사업/계약관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산정된 원가에 대해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원가산정 과정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확정 채권 | 確定債券 | 사업/계약관리

다음 각 목의 전부 확정채권 및 부분 확정채권을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급부행위)을 완료함으

로써,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금액 전부에 대하

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전부확정채권이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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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이행(급부행위)을 분할할 수 있는 계약에 

있어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분할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 채권을 부분 확정채권이라 한다.

환경 | 環境 | 행정공통

Environment

자연적, 인공적 또는 자체 유발되는 것이지 간에 

어떤 품목에 형상, 성능, 신뢰성 및 생존성에 영향

을 주는 모든 외적 및 내적인 조건들(예 : 온도, 습

도, 방사능, 전자장, 충격, 진동 등)의 집합체.

환경 기술 | 環境技術 | 행정공통

환경의 자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 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

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고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

에 필요한 다음의 기술을 총칭한다. 1. 「대기 환경 

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 「악취 방지법」에 

의한 악취,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

리법」에 의한 오염 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의한 수질 오염 물질, 「토양 환경 보

전법」에 의한 토양 오염 물질 및 폐기물(이하 “환

경 오염 물질”이라 한다)의 저감· 처리 기술, 소

음·진동 방지 기술. 2.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

저감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

활용 및 회수 기술. 3. 자연 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 위해성 평가 및 그 관리 기술, 

환경 영향 평가 기술. 4. 환경 오염 물질, 소음·

진동 또는 환경 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5. 상수

도의 정수 처리 및 오염 방지 기술. 6. 기타 이상

의 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등이다.

환경 시험 | 環境試驗 | 행정공통

Environment Testing

1. 규격서 등에 명시된 환경 조건이 제품의 성능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2. 한 품목 또는 무기체계의 자료묶음에 명시된 

성능특성을 근거로 하여 환경이 이 장비에 미치

는 영향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모의환경시설이

나 야외시험시설에서 개발품목이나 무기체계를 

통상 시험하며, 개발시험·운영시험과 동시에 실

시하거나 또는 운용시험 후 실시하기도 한다. 이 

시험은 통상 생산배치결정을 검토하기 이전에 실

시하게 된다.

환경 영향 평가 | 環境影響評價 | 행정공통

Environmental Effect

특정 사업 계획에 앞서 그 사업이 주위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골고루 분석, 평가하여 몇 개의 대

안을 설명, 비교 검토하여 불리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것은 최대화하도록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성 | 環境性 | 행정공통

기후, 기상 등에 의한 각종 외적요인 조건 하에

서도 장비품 등이 그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환매 | 還買 | 행정공통

Buy Back

광의로는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 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되파는 것이다. 군에서는 수리 부분품 등을 초

기 구매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 빈도가 

적어 잉여품으로 남는 것을 원 제작자(또는 판매

자)에게 되파는 것으로도 사용한다.

환산 경력기간 | 換算經歷期間 | 행정공통

경력평정대상기간을 경력환산율(갑/을/병/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기간을 말한다.

환율 | 換率 | 사업/계약관리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 또는 다른 외국통화 

표시의 교환가치를 말한다.

환적 선하증권 | 換積船荷證券 | 사업/계약관리

Transshipment BL

1. 환적 선하 증권은 일단 선적된 계약 상품을 선

박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환적할 경우 그 

뜻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 증권을 말하거나, 혹

은 운송 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

면에 기재한 선하 증권이다.

2. 일단 선적된 계약 상품을 선박의 사정에 따라 

다른 선박에 환적할 경우 그 뜻을 증권면에 기재

한 선하증권을 말하거나, 혹은 운송경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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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차손

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

권이다. ☞ 선하증권

환차손 | 換差損 | 사업/계약관리

Loss From Repayment Of Foreign Borrowing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외화 자산을 회수할 때 원

화 회수액이 그 외화 자산의 정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혹은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 원화 상환액

이 그 외화 부채의 정부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

액을 외환 차손이라 한다. 상황이 이와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 외환 차익이 발생한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 | 活動基準原價計算 | 

사업/계약관리

Activity Based Costing

수익 창출 과정에서 원가가 발생하는 원인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원과 활동 및 제품 사이의 

인과 관계에 따라 원가를 배분함으로써 정확한 

개별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이것의 목적은 정확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제

조 간접 원가에 대한 원가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

고,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가치 활동과 비

가치 활동을 구분하여 비가치 활동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 ABC(Activity Based Costing)

활용 자금 | 活用 資金 | 사업/계약관리

Working Fund

미 연방준비은행(FRB-NY)으로부터 매월 1회 

인출되어 미 국방재무회계본부에 보유중이거나 

업체 및 미 각군 성에 지불된 자금을 말한다.

회계 | 會計 | 사업/계약관리

Accounting

특정의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관

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

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

(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

의 과정 또는 체계이다.

회계 연도 | 會計年度 | 사업/계약관리

Basic Date/ Fiscal Year

1. 세입·세출의 기본이 되는 1년 단위의 기간이다.

2.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년도로써 지침

통지, 계획수립 또는 문서발간을 행하는 연도를 

말한다.

3. 한 해의 회계를 시작하여 회계를 종결짓는 기

준이 되는 현재의 연도로서 회계 상의 편의에 따

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적 단위이다. 즉, 예산은 이 기

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

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된다. 우리나라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각 국의 회계 연도 시행월은 아

래와 같다.

(1) 1~12월: 한국, 멕시코, 프랑스

(2) 3~2월: 터키

(3) 4~3월: 영국, 일본, 서독, 캐나다.

(4) 7~6월: 이탈리아, 필리핀

(5) 10~9월: 미국, 미얀마, 스리랑카

회계 연도 개시 전 계약 | 會計年度開始前契約 | 

사업/계약관리

임차, 운송, 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서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된 예산범위 내

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다.

회계 처리 기준 | 會計處理基準 | 정책/제도

방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 방법, 절차 등

을 사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하자 | 會計瑕疵 | 사업/계약관리

요구 물자를 정상 수령하였으나 대외 군사 판매

(FMS) 대금 지불 상의 착오 또는 오퍼(LOA)상

의 행정비 적용 요율 착오에 의거 발생한 하자를 

말한다.

회귀 분석 | 回歸分析] | 사업/계약관리

변수들간의 관련성을 규명할 수 있는 수학적 모

형을 측정된 변수들의 자료로 부터 추정하는 통

계적 방법으로 이 추정된 모형을 사용하여 필요

한 예측을 하게 된다.

회수 | 回收 | 행정공통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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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인원, 문서 및 장비를 구조하는 것으로 항공기, 

수상 함정, 잠수정 및 기타 장비를 사용한다.

회의 관리 | 會議管理 | 정책/제도

기관내부에서 정책결정 등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

를 온라인상의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기록·관리

하는 기능을 말한다.

회전 기금 | 回轉基金 | 사업/계약관리

Revolving Fund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

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일반 예산과

는 분리된 현금을 포함한 자산, 부채, 자본을 갖

는 독자적인 재무회계 실체라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기금은 단일 회계 년도 중심의 예산 회계법

의 규정에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일종의 

운영 자본이다.

회전 기금 제도 | 回轉基金制度 | 사업/계약관리

Revolving Fund System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된 자금으로

서, 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되며 타기

관을 위해서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출된 원가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금 총액에는 감소됨이 없이 지출, 상환 및 재

지출이 이루어져서 운용의 적기가 성립될 수 있

는 모든 기금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전기금 부

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면 그 

원가를 제품 또는 용역 영수 부대 예산에서 상환

받는 것이다. 현재 군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회전

기금에는 산업 기금, 재고 기금, 관리 기금이 있

으며, 우리나라 정부에서 회전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 회계는 기업예산 특별 회계법에 의해 

세입 지출 외에 사업 운용상 필요한 결산상 잉여

금을 적립한 회전자금과는 다르다. 즉 세입 예산

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재고 

회전기금 제도는 과부터 수 차례 도입 논의가 이

루어진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도입의 타당성 

및 제도 운영 방안이 재검토되고 있다.

회전 신용장 | 回轉信用狀 | 사업/계약관리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은 일정한 금액의 신용장이 수익자에 

의해서 결제되면 다시 원신용장 금액이 되살아나

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된 특수한 신용장이다. 

이러한 회전 신용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꼭 같은 

상품을 계속 거래하는 두 업자 간에 많이 이용되

는데, 주로 반제품인 원단 계통의 거래에서는 반

년 또는 1년분의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담보금이

나 여신 한도의 부담으로 자금 압박이 오고, 그

렇다고 매월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번거롭기 때문

에 매월 일정 금액이 되살아날 수 있는 회전 신

용장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 수출 거래가 일회적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전 신용장이 이용된다.

회전율 | 回轉率 | 사업/계약관리

Turnover Rate

통상 1년 간이라는 일정한 기간 중에 재물이 평

균 몇 번이나 고갈되었다가 다시 보충되는가 하

는 빈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전율 = (총 

불출 금액 / 평균 재고액) × 100(%).

회피 시간 | 回避時間 | 행정공통

Evasion Time

최종 유용 표적 정보를 입수한 후 무기를 회피하

는 데 필요한 시간 또는 공격 무기가 최초로 발

사된 후 회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이 동

안에 표적이 기동하면 공격함의 효율적인 반격 

작전 수행이 제한된다.

획득 | 獲得 | 정책/제도

Acquisition / Capture

1. 군수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조달하거나 연

구개발·생산(제조, 수리, 가공, 조립, 시험, 정

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

한다.

2. 사용자(수요군)를 위하여 무기 체계 및 전력지

원체계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제반 노력의 집

약적인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획득은 개념 

형성 단계로부터 사용자에게 최종 생산품이 공급

될 때까지의 활동이다. 사용 부대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보급된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활동은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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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건의 부호

획득 건의 부호 | 獲得建議符號 | 사업/계약관리

Acquisition Advice Code

보급품이 어떻게 어떠한 계약 조건 하에서 획득

(조달) 되는가를 구별하기 위한 부호이다. 대외 

군사 판매(FMS) 물자 청구 시 해당 품목의 판매 

조건에 대한 통제 및 제한 사항을 나타내는 부호

로서 저장 번호 이용자 목록(SNUD)에 의해 통

보된다. ☞ AAC(Acquisition Advice Code)

획득 계획 | 獲得計劃 | 정책/제도

Acquisition Plan

관급 물자(官給物資), 획득 정책, 자금/시간/인

원 등의 구성 자원, 일정, 종합 군수지원 계획서

(ILS-P)를 포함하는 계획 문서를 말한다.

☞ AP( Acquisition Plan)

획득 관리 체계 | 獲得管理體系 | 정책/제도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모든 장비(Product), 시설(Facility) 및 용역

(Service)이 국방부에 의해 계획, 개발, 조달, 유

지 및 폐기되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어 

수행되는 체계로서 소유 자원의 식별 및 우선순

위 결정, 프로세스의 지시 및 통제, 계약 그리고 

각종 보고 등 획득 전반에 관한 정책과 수행을 

포함한다.

획득 군수 | 獲得軍需 | 정책/제도

Acquisition Logistics

전·평시 전투 준비 태세를 달성하는 비용 효과

적인 시스템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개

발, 시험, 생산, 야전 배치, 유지, 성능 개선의 활

동과 연계된 다기능적 기술 경영의 분야이다. 획

득 군수의 목표는 시스템의 설계 소요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하여야 하며, 시스템을 

그 수명 주기 동안 비용 효과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초기 야전 배치와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잘 식별, 개발, 획득하는 데 

있다.

획득 전문 인력 직위| 獲得專門人力職位 | 

행정공통

Acquisition professional staff positions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능력과 고도의 사업기법 

및 관리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

하는 직위와 군수무관(이하 “획득전문직위”라 한

다.)을 말한다.

획득 정보 관리 기관| 獲得情報管理機關 | 

정책/제도

기술, 가격 및 비용 등 각종 획득 관련 정보를 관

리·보관하는 국방관련기관이다.

획득 조언 부호 | 獲得助言符號 | 정책/제도

Acquisition Advice Code

품목의 획득형태를 표시하는 부호이다.

획득 형태 | 獲得形態 | 정책/제도

Acquisition Type

체계/장비의 획득 형태를 나태는 부호로서 연구 

개발 및 시험 평가 : R , 상용 장비 : C, 재구매 

: B, 비개발 품목 : N, 해외 구매 : F, 성능 개량 

품목 : P.

획득 회의 | 獲得會議 | 정책/제도

전력 투자 사업 분야 국방 중기 계획(안), 예산 

편성(안),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안), 국방 획득 

관리 규정(안) 등의 심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방위 사업청 주관으로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효과 | 效果 | 행정공통

Effect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특정한 군사 

및 비군사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물리적, 기

능적, 심리적 결과나 사건 또는 산물을 말한다.

효과 중심 작전 | 效果中心作戰 | 행정공통

Effect Based Operation/ Effective Based Operations

1. 군사 행동 자체보다는 그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효과에 주목하여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표, 수단, 방법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 EBO(Effective Based Operations)

2. 효과기반 작전은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수

준에서 가용한 모든 군사적 및 비군사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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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에 대하여 상승적(Synergistic), 승수적

(Multiplicative), 누적적(Cumulative) 방법으

로 사용하여 바람직한 전략적 효과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효과도 척도 | 效果度 尺度 | 행정공통

임무목적 달성과 요구한 결과의 성취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설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효율성 | 效率性 | 정책/제도

Efficiency

작전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

수의 제 자원을 활용해서 효과성(원하는 결과의 

달성)과 경제성(투자 대 산출비)을 동시에 충족

시켜 작전임무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효익 관계 기준 | 效益關係基準 | 사업/계약관리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

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후속 보급 | 後續補給 | 행정공통

Follow-up Supply

후속이란 뒤를 이음(Succession)이란 뜻이며, 

후속 보급이란 예를 들면 교두보에 있는 부대에 

대하여 항공기에 의해 직접 송달되는 최초 재보

급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자동 또는 요청 송

달을 위해 부대별로 사전 포장되어 있음.

후속 부대 | 後續部隊 | 행정공통

Follow-up Force

투입 부대의 후방에서 투입 부대의 공격 지대를 

따라 전진하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대를 

말한다.

후속 시험 평가 | 後續試驗評價 | 정책/제도

후속 개발시험평가와 후속 운용시험평가를 통칭

하며 후속 양산 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전투

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며 시험평가 

중 초도시험평가 항목외의 평가를 말한다.

후속 양산 | 後續量産 | 사업/계약관리

연구개발에 의한 획득사업의 당해 사업 계획물량

중 초도양산 이후에 생산과정이 인정됨에 따라 

사업 승인된 물량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후속 지원 | 後續支援 | 행정공통

Follow-up And Support

전과 확대 부대를 후속하는 부대에 부여되는 임

무로서 병참선을 확보하고, 전과 확대 부대가 우

회한 적 부대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후속 지

원 부대는 전과 확대 부대에 제한된 전투 근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과 확대 부대를 증

원하거나 또는 전과 확대 부대의 임무를 인수할 

수도 있다. 후속 지원 부대는 투입 부대이며, 예

비대는 아니다.

후속 지원 부대 | 後續支援部隊 | 행정공통

Follow And Support Force

주공의 타력을 유지하는 부대로서 공격 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공을 후속하면서 증원하거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주공으로 전환될 수 있으

며, 임무는 주공이 공격 기세 유지 및 증원, 주공 

전진에 따른 견부 확보, 적 증원 부대 차단, 주공

을 우회한 적부대 격멸, 주공 부대 진출에 따른 

병참선 유지를 하는 데 있다.

후속함 | 後續艦 | 무기체계

선도함 이후 후속적으로 건조되는 동형 함정을 

말하며, 후속함은 초도물량(Low Rate Initial 

Production)과 후속물량(Full Rate Produc-

tion)로 구분된다.

1. 초도물량은 선도함 건조기간에 사업을 착수하

는 함정을 말하며, 상세설계검토(CDR, Critical 

Design Review), 잠정형상결정(DDR, Design 

Decision Review)과 생산준비검토(PRR, 

Production Readiness Review)를 통해 사전 

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착수된다. 그리

고 CDR/DDR 등의 사전점검은 M&S 및 가상함

정 등을 활용하여 수행되어 지며, 초도물량의 수

량은 사업추진기본전략 또는 탐색개발기본계획/

체계개발기본계획(함건조기본계획) 수립시 계획

서에 포함하여 결정하되, 통상적으로 중·대형함

정은 1~2척, 소형함은 2~3척이나 년도별 전력

화물량, 함정건조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 후속물량은 선도함 운용시험평가를 통해 전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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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을 판정받은 후에 착수하는 함정을 말한다.

후송 | 後送 | 행정공통

Evacuation

1. 사상자를 적절한 의무 시설로 이동하는 절차

이다. 2. 상급 계단 정비 대상 장비 혹은 사용 불

가능품을 상급 정비 시설 또는 기지로 이송하는 

조치를 말한다.

후송 계통 | 後送系統 | 행정공통

Chain Of Evacuation

1. 사용 불가 또는 폐품화된 물자의 후송 계통으

로서, 예를 들면 기지 정비 대상 품목의 후송 계

통은 사용 부대 야전 정비 부대 정비창이다.

2. 전상자 및 입원된 환자를 상급 의무 시설로 보

내는 절차로서, 후송선에 의하여 환자를 후송하

는 것을 말한다.

후입 선출법 | 後入先出法 | 행정공통

Last-in First-out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먼저 불출하는 방법이다. 

또는 나중에 구입한 재화의 가격이 원가로 계산

된다는 것으로, 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자산 내

용을 견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훈련 | 訓鍊 | 행정공통

Exercise/ Training

개인 및 부대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식과 행동을 체득하는 조

직적 숙달 과정으로서 개인 훈련과 집체 훈련으

로 구분함.

훈련 관리자 | 訓練管理者 | 행정공통

Exercise Manager

컴퓨터 통신망이 활성화된 후에 시뮬레이션 훈련

의 설정, 통제, 피드백을 관리하는 훈련 장교 혹

은 테스트 감독자.

훈련 내장형 장비| 訓練內藏型裝備 | 

사업/계약관리

Embeded Equipment

장비 개발 시 훈련을 위한 장비를 별도로 개발하

지 않고, 장비 개발 단계부터 장비 내부에 훈련

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장토록 개발함으로써 훈련

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킨 장비.

훈련 지원 | 訓鍊支援 | 사업/계약관리

미국의 관리 또는 고용인들, 계약기술자, 계약자

들에 의해, 또는 모든 종류의 기술적, 교육적 정

보출판물, 매체, 통신과정에 의해, 미국 또는 해

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국제군

사학생에 대한 교육과 외국군에 대한 훈련지원, 

오리엔테이션, 훈련실습, 군사고문등을 말한다.

훈련 지휘관 | 訓練指揮官 | 행정공통

Officer Conducting Exercise

훈련에 참가할 부대의 작전 지휘관이 없어도 훈

련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선임 장교이다.

훈령 | 訓令 | 정책/제도

Letter Of Instruction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방

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

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

정규칙을 말한다.

훼손 | 毁損 | 행정공통

Damage

1. 관리 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산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사

용할 수 없게 되거나 효용이 비정상적으로 감소

된 것을 말한다.

2. (1) 물품이 물품 관리 공무원의 지배에 속한 

채로 파손, 오손, 습손, 부패 등으로 가치가 감소

된 것. (2)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변질, 

변형되어 경제적 보수로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거

나, 경제적으로 보수할 가치가 없는 상태.

휘발성 물자 | 揮發性物資 | 행정공통

Volatility Supplies

기화 또는 승화 작용으로 감량 현상을 나타내는 

물자를 말하며, 저장은 현품에 표시된 주의 및 

경고 사항을 준수한다.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 携帶用地對空誘導武器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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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SAM

한국이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한 한국형 휴대용 

대공유도무기(KP-SAM)로, 국산화율은 90% 이

상이다. 한국 최초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며, 적

외선 유도식 휴대용 대공무기를 자체 개발한 국

가로는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에 이어 5번

째이다.길이는 1.6m, 무게는 15㎏, 지름은 8㎝, 

최대 속도는 마하2.1, 최대 사거리는 7㎞, 최대 

고도는 3.5㎞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G

넥스원(주) 등이 8년의 연구 끝에 2003년 10월

에 개발 완료하였다. 신궁이란 이름은 ‘최신 기술

이 적용된 새로운 활’이라는 뜻이다. 2색 적외선 

탐색기를 적용해 전투기가 열추적 미사일을 따돌

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만용 섬광인 플레어를 정

확히 식별해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목표 항공기가 반경 1.5m 이내로 근접

할 경우 자동 폭발해 720개의 파편으로 목표 항

공기의 기체를 관통해 격추시키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미국의 스팅어와 러시아의 이글라 같은 휴

대용 대공유도무기가 목표물을 직접 맞힐 때만 

폭발하는 것과 비교할 때 명중률에서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개인이 직접 휴대·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헬리콥터·함정 등에 탑재할 수 있어 운용

방법도 다양하다. 실제 사격 실험 결과 90% 이

상의 높은 명중률을 기록하였다. 2004년부터 양

산에 들어갔으며, 한국의 방공전력 증강과 방위

산업 활성화, 외화 절약은 물론, 첨단 유도무기 

수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

가받는다. 신궁의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휴대용 대공유도무기를 개발한 다섯 번째 국가로 

선정되었다. ☞신궁

흑룡 | 黑龍 | 무기체계

수상함에 탑재하는 예인음탐기이다. 흑룡은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수

동 음탐 체계로 원거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밀 신

호처리 기, 개별 신호의 분리추적 및 표적 기동

분석(TMA) 등 고도의 음향신호 처리 기술이 적

용된 정보수집 체계이다.

흑색 선전 | 黑色宣傳 | 행정공통

Black Propaganda

심리전을 수행하는 주체가 출처를 모방 또는 도

용하여 실시하는 선전을 말한다.

흑표(전차) | 黑豹(戰車) | 무기체계

K2전차의 통상명칭이다. ☞ K2 전차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 | 希望數量單價制契約 | 

사업/계약관리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

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 제도를 말한다. 1개 업

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얼룩무늬 전투복, 치즈 같은 경우이다.





기타
(약어, 영문)

방위사업 용어사전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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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 Airworthiness / Seaworthiness | 정책/제도

감항 능력

AA | Achieved Availability | 행정공통

달성 가용도

AA | Achieved Availability | 사업/계약관리

성취 가용도

AA | Aerodynamic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공력 해석

AA | Airworthiness Alert | 정책/제도

감항성 경보

AA | Allocation, Apportionment | 사업/계약관리

배정

AA | Assembly Area | 행정공통

집결지

AA | Available Assets | 정책/제도

가용 자산

AAA | Active Array Antenna | 사업/계약관리

능동 배열 안테나

AABOTMS | An Assistant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 행정공통

지원 병과

AAC | Acquisition Advice Code | 

사업/계약관리

획득 건의 부호

AAC | Acquisition Advice Code | 정책/제도

획득 조언 부호

AAIO |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 

정책/제도

감사 담당자

AAOS | Authorized Allowances Of Supplies | 

사업/계약관리

인가 보급량

AB | Alkaline Battery | 전력지원체계

알칼리 전지

AB | Allocated Baseline | 사업/계약관리

개발 기준

AB | Available Budget | 정책/제도

가용 예산

ABC | Activity Based Costing | 사업/계약관리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FIP | Adjustment By Fluctuations In 

Prices | 사업/계약관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ABIS | AR Based Information Search  | 정책/제도

증강 현실 기반 정보 검색 

ABR | Airbreathing Rocket | 무기체계

공기 흡입 로켓

AC | Acceped Case | 사업/계약관리

수락 케이스

AC | Accessorial Cost | 사업/계약관리

부가 비용

AC | Accessorial Cost | 사업/계약관리

부대 비용

AC | Accessorial cost | 사업/계약관리

부대비

AC | Account Code | 사업/계약관리

계정 과목

AC | Accured Costs | 사업/계약관리

발생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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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Actual Cost | 사업/계약관리

실비용(실투입 비용)

AC | Actual Cost | 사업/계약관리

실제 발생 원가

AC | Advisory Circular | 정책/제도

보조 지침서

AC | Aerodynamic Coefficient | 사업/계약관리

공력 계수

AC | Airspace Control | 행정공통

공역 통제

AC | Airworthiness Certificate | 정책/제도

감항 증명

AC |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정책/제도

감항 인증

AC | Application Code | 행정공통

적용장비 부호

AC | Approximate Cost | 사업/계약관리

개산 원가

AC | Architectural Coatings | 전력지원체계

건축용 도료

AC | Armored Cable | 전력지원체계

외장 케이블

AC | Atomic Cloud | 사업/계약관리

버섯 구름

AC | Automatic Control | 행정공통

자동 제어

AC(MOME) | Arms Control (Management Of 

Military Expenditure) | 행정공통

군비 통제

AC/ACWP | Actual Cost /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 사업/계약관리

실투입 비용

ACB |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oard | 

정책/제도

감항 인증 심의위원회

ACE | Airspace Control Element | 행정공통

공역 통제반

ACFM | Appointed Companies For Mobilization | 

행정공통

동원 지정 업체

ACI | Analytical Condition Inspection | 행정공통

상태 분석 검사

ACM | Airspace Control Measures | 행정공통

공역 통제 수단

ACPU | Accessories, Component, Parts, Unit | 

전력지원체계

부분품

ACTD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 정책/제도

신개념 기술시범

AD | Abnormal Depletion | 행정공통

비정상적 감손

AD | Administrative Domain | 행정공통

관리 도메인

AD | Agreement Designee | 사업/계약관리

계약 담당원

AD | Authorized Demand | 사업/계약관리

인가 소요

ADC | Actual Direct Costs | 사업/계약관리

실제 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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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 | Area Damage Control | 행정공통

지역 피해 통제

ADD |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정책/제도

국방 과학 연구소

ADILCS | Automatic Defens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 정책/제도

국방 군수 목록 체계

ADISCS | Automated Defense Integrated 

Supply Cataloging System | 행정공통

국방 보급 목록 체계

ADR | Ability Development Request | 

정책/제도

능력 개발 요구서

ADRP | Air Drop | 행정공통

공중 투하

ADS | Amni-Directional Defense Strategy | 

행정공통

전방위 전략

ADTT | Assignment, Disposition, Transfer, 

Transference | 행정공통

양도

AE | Accident Equipment | 행정공통

사고 장비

AE | Accidental Error | 정책/제도

우연 오차

AE | Advance Element | 행정공통

선발대

AE | Aerospace Engineering | 행정공통

항공 우주공학

AE | Analysis Evaluating | 정책/제도

분석 평가

AE | Apportioned Effort | 행정공통

비례 작업

AE | Assessment, Evaluation | 행정공통

평가

AE | Auxiliary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보조장비

AEA |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 

정책/제도

감항 인증 전문 기관

AEA | Atomic Energy Act | 정책/제도

원자력법

AEC |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 

정책/제도

감항 인증 주관 기관

AEC | An expert committee | 정책/제도

전문위원회

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 무기체계

무기 수출 통제법

AES | Analysis Evaluation System | 정책/제도

분석 평가체계

AESAR |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 사업/계약관리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F | Adaptive Form | 행정공통

적응형

AF | Adjustment Factor | 행정공통

조정 계수

AF | Aggressor Forces | 행정공통

대항군

AF | Aramid Fiber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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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 섬유

AF | Architecture Framework | 정책/제도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AF | Audio Frequency | 사업/계약관리

가청 주파수

AF | Available Funds | 정책/제도

가용 자금

AFDTIP | Agency for Defense Technical 

Investigation Paper | 정책/제도

국방 과학 기술 조사서

AFM(MA)|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Mobilization Assignment) | 행정공통

동원 지정

AFSM | Artillery Force Simulation Model | 

무기체계

포병 모의 모델

AG | Australia Group | 정책/제도

호주 그룹

AGC | Application Group Codes | 행정공통

적용장비 그룹 부호

AH | Airmobile Helicopter | 무기체계

기동 헬기

AHG | Active Homing Guidance | 무기체계

능동 호밍 유도

AI | Acceptance Inspection | 전력지원체계

수락 검사

AI | Active Item | 정책/제도

사용 품목

AI | Actual-count Inventory | 사업/계약관리

실셈 재물조사

AI | Aerospace Industry | 행정공통

항공 우주 산업

AI | An Input | 사업/계약관리

투입량

AIACA | Airspace In A Combat Area | 

행정공통

전투 지대 공역

AIC | Ammunition Identification Code | 

정책/제도

탄약 식별 부호

AIC | Analog Integrated Circuit | 정책/제도

아날로그 집적 회로

AIIDR | Authorized Item Identification Data 

Receiver | 정책/제도

자료 접수기관

AIN | Approved Item Name | 사업/계약관리

지정 품명

AIT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 | 

행정공통

인공 지능기술

AJ | Active Jamming | 사업/계약관리

능동 전파 방해

AKA | Asymetric Key Algorithm | 전력지원체계

비대칭 키 알고리듬

AL | Acquisition Logistics | 정책/제도

획득 군수

AL | Additive Level | 사업/계약관리

부가정수

AL | Airlift | 행정공통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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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 Allowance List | 무기체계

정수표

AL | Audit Logging  | 정책/제도

감사 기록 

ALC | Alternate Logistic support analysis Code | 

사업/계약관리

대체부호

ALCC | Airlift Control Center | 행정공통

공수 통제 본부

ALHLORH | Auto Lock, Homing, Lock On, 

Radar Homing | 사업/계약관리

레이더 호밍

ALLG | A lease loan grants | 정책/제도

전세 대부지원금

ALLI | A lease loan interest | 정책/제도

전세 대부 이자

ALOS | Average Level Of Supply | 행정공통

평균 보급 수준

ALS | Appropriate Lot Size | 행정공통

적정 로트 크기

AM | Antiballistic Missile | 무기체계

전략 방어 유도탄

AM | Arithmetic Mean | 행정공통

산술 평균

AM | Availability Mean | 행정공통

평균 가용도

AM | Available Man-Hour | 행정공통

가용 인시

AMC | Acquisition Method Code | 

사업/계약관리

사업추진 방법 부호

AMD | Affairs Ministry Department | 

정책/제도

업무 소관부서

AMM | Ability Maturity Model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

AMOLED | Active Mod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 사업/계약관리

능동 유기 발광 다이오드 

AMR | Assembly Mortality Rate | 

사업/계약관리

조립 폐기율

AMRAAM | Advanced Medium Range Air-

to-Air Missile | 무기체계

암람

AMS |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획득 관리 체계

AN | Arrival Notice | 사업/계약관리

화물 도착 통지서

AN/TPQ-37 | AN/TPQ-37 | 무기체계

AN/TPQ-37

미국에서 개발한 탐지거리 50km, 위상배열방식의 

대포병 탐지레이더로 적 타격수단을 신속, 정확하

게 탐지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이다.

ANN | Artificial Neural Network | 행정공통

인공 신경 회로망

ANSI |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

titute | 정책/제도

미국 표준협회

AO | Action Officer | 사업/계약관리

실무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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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 Administrative Order | 행정공통

지휘 명령

AO | Analysis of Alternatives | 사업/계약관리

절충 분석

AO&MTC | Advanced Operation & Main-

enance Training Center | 정책/제도

이지스 전투 체계 교육 훈련장

AOA | Analysis of Alternatives | 

사업/계약관리

대안 분석

AOCA | Adjusting Of Contract Amount | 

사업/계약관리

계약 금액 조정

AOF | Accuracy Of Fire | 행정공통

정확도

AOF | Allocation of Forces | 행정공통

부대 할당

AOG | Aircraft On The Ground | 무기체계

불가동 항공기

AOJI | Agreement of Joint Implementation | 

사업/계약관리

공동 이행 방식

AOJSAD | Agreement of Joint Supply and 

Demand | 사업/계약관리

공동 수급 협정서

AOM | Accuracy of Measurement | 

정책/제도

측정 정확도

AONBP | All Or None Basis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총액제 구매

AOOAA | Amendment Of Offer And 

Acceptance | 사업/계약관리

개정 오퍼

AOS | Active Operating Sonar(Active 

Sonar) | 무기체계

능동 소나

AOWC | Amount Of Work Completed | 

사업/계약관리

기성고

AP | Access Point | 행정공통

액세스 포인트

AP | Accounting Price | 사업/계약관리

계산 가격

AP | Acquisition Plan | 정책/제도

획득 계획

AP | Acquisition Price | 사업/계약관리

취득 가격

AP | Administered Price | 사업/계약관리

관리 가격

AP | Advance Payment | 사업/계약관리

선급금

AP | Amount Payable | 사업/계약관리

미지급금

AP | Annexed Paper | 행정공통

별지

AP | Annual Plan | 정책/제도

연차 계획

AP | Approximate Price | 사업/계약관리

개산 가격

AP | Arrangement plan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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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계획

AP | Assembly Product | 정책/제도

조립 생산

APL | Authorized Parts List | 사업/계약관리

인가 부속품 목록

APM | Architecture Product Metadata | 

정책/제도

아키텍처 산출물 메타데이터

APR | Ability Production Request | 정책/제도

능력 생산 요구서

APS | Active Protection System | 무기체계

능동 방호 장치

APSP | Acquisition professional staff positions | 

정책/제도

획득 전문 인력 직위

APT | Acid Proof Test | 사업/계약관리

내산 시험

AR | Acceptance, Receipt | 행정공통

수령

AR | Active Radar | 사업/계약관리

능동형 레이더

AR | Advance Received | 사업/계약관리

선수금

AR | Air Regulator | 무기체계

공기압 조정기

AR | All Risk | 사업/계약관리

전위험 담보조건

AR | Anticipated Reimbursements | 

사업/계약관리

예상 상환 예산

AR | Application Ratio | 사업/계약관리

적용 비율

AR | Applied Research | 정책/제도

응용 연구

AR | Arms Race | 행정공통

군비 경쟁

AR | Articulated Robot  | 사업/계약관리

다관절 로봇 

AR | Attrition Rate | 전력지원체계

마모율

AR | Audit Review | 사업/계약관리

감리

AR | Augmented Reality | 정책/제도

증강 현실

AR | Available Rate | 행정공통

가동률

ARB | Annual Revenue-Expenditure Budget | 

사업/계약관리

세입세출 예산

ARC | Adjustment Reply Code | 사업/계약관리

조정 응신 부호

ARIA | 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 

전력지원체계

아리아

ARM | A regular meeting | 정책/제도

정례 회의

ARO(RA) | A Research Organization(Research 

Agency) | 정책/제도

연구 기관

ARP | Acrylic Resin Paint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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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수지 도료

ARP | Alkyd Resin Paint | 정책/제도

알키드 수지도료

ARS | Attrition rate schedule | 사업/계약관리

감손율 조사표

ARV | Administrative Referential Value | 

정책/제도

업무 참고적 가치

AS | Acquisition Strategy | 사업/계약관리

사업추진 기본전략

AS | Active Satellite | 사업/계약관리

능동 위성

AS | Administrative Surcharges | 정책/제도

관리비 할증료

AS | Ad-ware, Spyware | 행정공통

스파이웨어

AS | Alarm System | 무기체계

경보망

AS | Alienation Speed | 정책/제도

이반 속도

AS | Alternate Source | 정책/제도

대체공급원 확보

AS | Alternative Supply | 사업/계약관리

대체 조달

AS | Annual Schedule | 정책/제도

연간 계획

AS | Audible Signal | 전력지원체계

가청 신호

AS | Audible Sound | 전력지원체계

가청음

AS | Automatic Supply | 행정공통

자동 보급

AS | Automatic Supply | 행정공통

추진 보급 지원

ASASIS |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미국 표준화정보체계

ASBOCA | Armed Services Board of Con-

tract Appeals | 사업/계약관리

미 국방부 계약법 분쟁위원회

ASCC | Airspace Control Center | 행정공통

공역 통제소

ASD | Active Sonar Detection | 무기체계

능동 소나 탐지

ASE | A Sham[trial] Examination | 무기체계

모의시험

ASL | Authorized Stockage List | 

사업/계약관리

인가 저장목록

ASOIM | ABC System of Inventory Man-

agement | 행정공통

선택적 ABC 재고관리

ASOIM | ABC System Of Inventory Mana-

gement | 행정공통

선택적 재고관리

ASP | Ammunition Supply Point | 행정공통

탄약 보급소

ASR | Alternative System Review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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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대안/개념 검토

ASR | Available Supply Rate | 행정공통

가용 보급률

ASRP |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정책/제도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

ASTP | Ammunition Stockpile Test 

Procedure | 사업/계약관리

저장탄약 시험 절차서

AT | Abbreviated Test | 정책/제도

간이 성능 시험

AT | Acceleration Test | 정책/제도

가속 시험

AT | Acceptance Test | 행정공통

수락 시험

AT | Acceptance Trial | 무기체계

인수 시운전

AT | Acceptance Trials | 사업/계약관리

납품 검사

AT | Acquisition Type | 정책/제도

획득 형태

AT | Additional Tax | 사업/계약관리

부가세

AT | Adherence Test | 정책/제도

부착시험

AT | Adhesion Test | 정책/제도

부착검사

AT | Air Terminal | 행정공통

공수 취급소

AT | Applicability Test | 정책/제도

적용성 시험

AT | Armament Technology | 행정공통

무장 기술

AT | Arms Transfers | 정책/제도

무기 이전

AT | Asia-Pacific Telecommunity | 정책/제도

아태지역 통신협의체(APT)

AT | Audit Team | 정책/제도

감사단

AT | Available Time | 행정공통

가용 시간

ATCP | Air Tactical Command Post | 무기체계

공중 전술 지휘소

ATD |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 

정책/제도

신기술 시범

ATD |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 

정책/제도

첨단기술 시범

ATLD | Available To Load Date | 행정공통

적재 가용일

ATVPRP | Advanced Technology Vehicle 

Project, Research project | 정책/제도

연구 과제

ATWC | Airworthiness Technical Working-

Level Committee | 정책/제도

감항 인증 기술 실무 위원회

AU | Agencies undertaking | 정책/제도

기관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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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 | All View architecture | 정책/제도

공통 관점 아키텍처

AVES | Audio Visual Equipment Stage | 정책/제도

시험 개발 단계

AW | Average Wage | 사업/계약관리

평균 임금

AY | Application Year(X-year) | 

사업/계약관리

적용년도(X년)

B(FB) | Bandwidth(Frequency Bandwidth) | 

사업/계약관리

대역폭

B/I | Blocking (Interdiction) | 행정공통

차단

BA | Behavioral Analysis | 정책/제도

거동 분석

BA | Broadband Antenna | 사업/계약관리

광대역 안테나

BA | Budget Allocations | 정책/제도

예산 배정

BA | Budget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예산 지출 승인

BA | Business Allotment | 사업/계약관리

기업 부담금

BA | Business Analysis | 정책/제도

경영 분석

BAFO | Best And Final Offer | 사업/계약관리

최종 오퍼

BAOLCGG | Basic Act on Low Carbon Gre-

en Growth | 정책/제도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BAS | Buying and Selling | 사업/계약관리

매매

BB | Basic (Original) Budget | 사업/계약관리

본예산

BB | Bid Bond | 사업/계약관리

입찰 보증금

BB | Bounce Back | 사업/계약관리

바운스 백

BB | Broad band | 행정공통

광대역

BB | Buy Back | 행정공통

환매

BC | Backdoor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비밀 계약

BC | Bar Code | 행정공통

바코드

BC | Battle Command | 행정공통

전투 지휘

BC | Belligerency Country | 행정공통

교전국

BC | Bench Check | 행정공통

기능 점검

BC | Bouguer Correction | 행정공통

부게 보정

BC | Budget Carried-Over | 정책/제도

예산 이월

BC | Building Coverage | 전력지원체계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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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 Burden Charge | 사업/계약관리

부담금

BC | Business Concerns | 행정공통

사업조직

BCFWS(PV) | Budgeted Cost for Work 

Scheduled (Planned Value) | 사업/계약관리

계획 가치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 

행정공통

전투 지휘 훈련

BCTP |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 

정책/제도

전투 지휘 훈련 계획

BCWP | Budgeted Cost For Work Performed 

(Earned Value) | 행정공통

성과 가치

BD | Base Depot | 행정공통

기지창

BD | Basic Doctrine | 행정공통

기준 교리

BD | Beach Dump | 행정공통

해안 집적소

BD | Budget Document | 정책/제도

예산 문서

BD | Business Division | 행정공통

업무분장

BD(FY) | Basic Date (Fiscal Year) | 

사업/계약관리

회계 연도

BDA | Battle Damage Assessment | 행정공통

전투 피해 평가

BDB | Back Date BL | 사업/계약관리

소급일자 선하증권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전력지원체계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EP | Break Even Point | 사업/계약관리

손익 분기점

BF | Base Fuze | 무기체계

탄저 신관

BFTP | Bidding for the period | 사업/계약관리

입찰공고 기간

BG | Bid Guide | 사업/계약관리

입찰 안내서

BI | Budget Item | 정책/제도

예산 과목

BII | Basic Issue Item | 전력지원체계

기본 불출 품목

BIM | Bottom Influence Mine | 무기체계

해저 감응 기뢰

BIS | Budget Item Structure | 정책/제도

예산 과목 구조

BJ | Batch Job | 사업/계약관리

배치 작업

BL | Base line | 사업/계약관리

기준/기준선

BL | Basic Load | 행정공통

기본 휴대량

BL | Business License | 정책/제도

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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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Build Lease Transfer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BLT

BM | Basis Man-hour | 사업/계약관리

기초 공수

BM | Bench Marking | 사업/계약관리

벤치마킹

BM | Bottom Mine | 무기체계

해저 기뢰

BMR | Basic Mortality Rate | 전력지원체계

기본 폐기율

BMS | Battle Management System | 무기체계

전장관리 정보체계

BN | Business Number | 사업/계약관리

사업 번호

BO | Back Order | 사업/계약관리

발주

BO | Blanket Order | 사업/계약관리

총괄 구매

BO | Budget Operate | 정책/제도

예산 운영

BOA | Basic Ordering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한도액 계약

BOA | Basic Ordering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한도액 구매

BOC | Banking Off-set Credits | 정책/제도

절충 교역 가치 축적

BOL | Bill of Lading | 사업/계약관리

선하증권

BOM | Bill Of Materials | 사업/계약관리

부품/BOM 목록

BOM | Bill Of Materials | 정책/제도

자재 명세서

BOO | Build Own Operate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BOO

BOP | Burden (Onus) Of Proof | 행정공통

입증 책임

BOP | Burden of Proof | 사업/계약관리

거증 책임

BOPL | Business Of Privately Led | 정책/제도

업체 주도 사업

BOS | Burget Organization System | 정책/제도

예산 편성 체계

BOT | Balance Of Trade | 정책/제도

무역 수지

BOT | Build Operate Transfer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BOT

BP | Base Pay | 사업/계약관리

기본급

BP | Base Price | 사업/계약관리

기준 가격

BP | Base Price | 사업/계약관리

기준가

BP | Base Procurement | 전력지원체계

기지 조달

BP | Basic Performance | 사업/계약관리

기본 성능

BP | Basis Price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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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BP | Bidding Price | 사업/계약관리

입찰가격

BP | Black Propaganda | 행정공통

흑색 선전

BP | Brown Powder | 무기체계

갈색 화약

BP | Bubble Phenomenon | 사업/계약관리

버블 현상

BP | Budget Principle | 정책/제도

예산 원칙

BP | Business Plan | 사업/계약관리

사업 계획서

BP | Buying Power | 사업/계약관리

구매력

BP | Buying Price | 사업/계약관리

구매 실례 가격

BP | By Product | 전력지원체계

부산물

BPC | Budget Project Code | 행정공통

군수 예산 사업 부호

BPE | Books Printing Expenses | 

사업/계약관리

도서인쇄비

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사업/계약관리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비지니스 프로세스 리엔

지니어링)

BR | Basic Research | 정책/제도

기초 연구

BR | Bearingless Rotorhub | 사업/계약관리

무베어링 로터 허브

BR | Budget request | 정책/제도

예산 요구서

BR | Budget Reviews | 정책/제도

예산 사정

BRC | Building Record Card | 전력지원체계

건물 이력 카드

BRC |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 

행정공통

사업자 등록 증명원

BRR | Basic Reduction Rate | 사업/계약관리

기준 감액률

BS | Balance Sheet | 사업/계약관리

대차대조표

BS | Billing Statement | 사업/계약관리

대금 지불 청구서

BS | Blue Shark | 무기체계

청상어

BS | Budget Structure | 정책/제도

예산 구조

BS(BT) | Barter System (Barter Trade) | 

정책/제도

구상 무역

BSC | Balanced Score Card | 정책/제도

균형 성과 지표

BS, IS | Balance Sheet, Income Statememt | 

사업/계약관리

손익 계산서

BST | Bulk Storage Tank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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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유류 저장시설

BT | Budget Type | 정책/제도

예산 종류

BT | Builder’s Trial | 사업/계약관리

건조자 시운전

BTBL | Back To Back LC | 정책/제도

동시 개설 신용장

BTCS |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 

무기체계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BTE | Built-in Test Equipment | 정책/제도

자체 시험장비

BTL | Build Transfer Lease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BTL

BTO | Build Transfer Operate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BTO

BY | Base Year | 정책/제도

기준 연도(목표예산연도, X년)

BY | Budget Year | 정책/제도

예산 연도

C&C | Collection & Classfication | 행정공통

수집 및 분류

C/BA | Contract/Budget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계약/예산 권한

C/MOA | Convention/ Memorandum Of 

Agreement | 정책/제도

협정

C2 Attack | Command Control Attack | 행정공통

지휘 통제 공격

C4I SAR-PGM | Command, Control, Com-

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

veillance and Reconnaissance-Precision 

Guided Munitions | 무기체계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정밀 유도 무기

CA | Case Amendments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개정

CA | Certificate Authority | 정책/제도

인증기관

CA | Cirticality Analysis | 정책/제도

치명도 분석

CA | Closing Accounts | 정책/제도

결산

CA | Combat Area | 행정공통

전투 지역

CA | Command Authority | 행정공통

지휘권

CA | Commercial Arbitration | 

사업/계약관리

상사중재

CA | Composite Attribute | 행정공통

복합 속성

CA | Composition Amount | 행정공통

구성 수량

CA | Comprehensive Analysis | 정책/제도

종합 분석

CA | Configuration Audit | 사업/계약관리

형상 확인

CA | Contract Administration | 

사업/계약관리

계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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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Contract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계약 권한

CA | Contracting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계약 기관

CA | Contributed Acceptance | 정책/제도

기부 채납

CA | Control Account | 사업/계약관리

통괄 계정

CA | Coordinating Authority | 행정공통

협조 권한

CA | Corrective Action | 정책/제도

시정 조치

CA | Cosign Agreemen | 사업/계약관리

연대보증서

CA | Cost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원가 계산

CA | Cost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원가회계

CA | Cost Analysis | 행정공통

비용 분석

CA | Cost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원가 분석

CA | Credit Arrangement | 사업/계약관리

차관 협정

CA | Current architecture | 정책/제도

현행 아키텍처

AA |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 행정공통

민원 사무

CAA | Civil Affairs Agreement | 행정공통

민사 협정

CAAC |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 정책/제도

관계 중앙 행정 기관

CAARFID | Chip And Antenna F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력지원체계

무선 인식 주파수용 칩과 안테나

CADQMS | Certification Audit 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CAF | Cost and Freight | 사업/계약관리

운임 포함 인도조건

CAGEC |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 사업/계약관리

정부 및 업체 등록부호

CAIV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사업/계약관리

목표 비용관리

CAIV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 

행정공통

비용의 독립 변수화

CAIVS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ystem | 정책/제도

목표 비용관리 제도

CALS | Continuous Acquisition & Life-

Cycle Support | 정책/제도

국방 CALS

CAM | Control Account Manager | 정책/제도

통제 계정 관리자

CANN | Cannibalization | 전력지원체계

동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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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 Combined Airlift Office | 행정공통

연합 공수 사무소

CAOE |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 

사업/계약관리

지출 원인 행위

CAS | Contract Administration Surcharge | 

정책/제도

계약 행정 부대 비용

CAS |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 

정책/제도

저작권 인증제도

 

CAS | Cost Accounting Standards | 

사업/계약관리

원가 회계 표준

CAS | Cost Audit System | 사업/계약관리

가격 검증 제도

CAS | Cost Audit System | 사업/계약관리

원가 검증제도

CAT | Conventional Arms Transfers | 

사업/계약관리

재래식 무기 이전

CAT | Countermeasure Assembly Tec-

hnology | 사업/계약관리

대응 장치기술

CB | Certification Basis | 정책/제도

인증 기준

CB | Certification basis | 정책/제도

인증기준

CB | Competitive Bidding | 사업/계약관리

경쟁 입찰

CB | Configuration Baseline | 정책/제도

형상 기준선

CBA | Come Back Alive | 전력지원체계

생환

CBCS | Chang Bo-go Class Submarines | 무기체계

장보고급 잠수함

CBD | Component Based Design | 정책/제도

컴포넌트 기반 설계

CBD | Component Based Development | 정책/제도

컴포넌트 기반 개발

CBM | Condition Based Maintenance | 

행정공통

상태 기준 정비

CBOL(CFB) | Clean Bill Of Lading (Clean 

Form BL) | 정책/제도

무고장 선하증권

CBP | Cluster bomb Performance | 무기체계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CBRS | Concept Based Requirement System | 

정책/제도

개념에 의한 소요 결정 체계

CBS | Corporate Body Seal | 사업/계약관리

법인 인감

CBS | Corps Battle Simulation | 정책/제도

군단 전투 모의 모형

CBS | Cost Breakdown Structure | 행정공통

비용 구조도

CC | Canceled Case | 사업/계약관리

취소 케이스

CC | Centralized Control | 행정공통

집권화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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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 Change Control | 사업/계약관리

변경관리

CC | Charter Contractor | 사업/계약관리

용선 계약

CC | Civil Complaints | 정책/제도

고충 민원

CC | Clearance Capacity | 전력지원체계

반출 능력

CC | Closed Case | 사업/계약관리

종결 케이스

CC | Cloud Computing  | 정책/제도

클라우드 컴퓨팅 

CC | Coaxial Cable | 전력지원체계

동축 케이블

CC | Code Coverage | 사업/계약관리

코드 실행률

CC | Combat Consumption | 행정공통

전투 손실

CC | Commander's Concept | 행정공통

지휘관 의도

CC | Common Component | 정책/제도

공통 컴포넌트

CC | Common Cost | 사업/계약관리

공통비

CC | Competitiv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경쟁 계약

CC | Completed Case | 사업/계약관리

완료 케이스

CC | Configuration Control | 사업/계약관리

형상 통제

CC | Configuration Control | 정책/제도

형상통제

CC | Consignment Construction | 사업/계약관리

수탁 공사

CC | Construc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공사 원가

CC | Construc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공사비

CC | Contract Class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계약 종류

CC | Contract Construction | 전력지원체계

도급 공사

CC | Contract Cycle | 사업/계약관리

계약 주기

CC | Control Chart | 사업/계약관리

관리도

CC | Conversion Cost | 사업/계약관리

가공비

CC | Cost Ceiling | 사업/계약관리

원가 한도액

CC | Cost Control | 행정공통

비용 통제

CC | Cost Control | 사업/계약관리

원가 관리

CC | Counting Circuit | 사업/계약관리

계수 회로

CC | Criticality Code | 사업/계약관리

중요도 부호



574

C CC C

CC | Cryptography (Cryptosystem) | 행정공통

암호법

CC 인증| CC 認證 | 정책/제도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민간업체가 개발한 정보보호 제품에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제 공통 

평가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CC/CC | Central Control (Centralized Control) | 

행정공통

중앙 집중 제어

CCB | Configuration Control Board |

사업/계약관리

형상 통제 심의 위원회

CCC | Command And Control Center | 

행정공통

지휘 통제 본부

CCE | Common Cost Evaluation | 

사업/계약관리

공통 원가 심사

CCI | Command Control Item | 행정공통

지휘 통제 품목

CCIR | Cdr’s Critical Information Re-

quirement (Commander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 행정공통

지휘관 주요 첩보 요구

CCRP | Combat Critical Repair Parts | 무기체계

전투 긴요 수리부속

CCS | Computer Control Simulator |

전력지원체계

컴퓨터 통제식 시뮬레이터

CCT | Clandestine Communication Tech-

nique | 전력지원체계

비밀 통신기술

CCUI | Combined Common User Item | 

행정공통

연합 공용 품목

CD | Case Designator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지정 명칭

CD | Case Descriptions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설명

CD | Catalog data | 정책/제도

목록화 자료

CD | Celsius Degree | 행정공통

섭씨 온도

CD | Civil Defense | 행정공통

민방위

CD | Code Data | 정책/제도

코드 데이터

CD | Combat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전투 발전

CD | Conceptual Design | 사업/계약관리

개념 설계

CD | Cooperation Development | 정책/제도

국제 공동 연구 개발

CD | Cross Docking | 행정공통

크로스 도킹

CD | Cryptography Description | 행정공통

암호 해독

CD | Current-year Dollars | 사업/계약관리

현재 가격

CD/D | Contractual Deposit (Deposit) | 

사업/계약관리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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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 | Controlled Demand Forecast | 행정공통

통제 수요 예측 방법

CDFD | Critical Defect, Fatal Defect | 

사업/계약관리

치명 결점

CDR | Cargo Delivery Receipt | 사업/계약관리

화물 인도 영수증

CDR | Critical Design Review | 사업/계약관리

상세 설계 검토

CDR | Critical Design Review | 사업/계약관리

상세 설계 검토회의

CDRL | 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 

사업/계약관리

계약 자료 요구 목록

CDSE | Combat Development Support Element |

사업/계약관리

전투 발전 지원요소

CE | Common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공통 장비

CE | Compulsory Execution | 정책/제도

강제 집행

CE | Concurrent Engineering | 행정공통

동시 공학

CE | Conspecific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동종 장비

CE | Constant Error | 정책/제도

계통 오차

CE | Continuing Expenditure | 정책/제도

계속비

CE | Contract Equipment | 행정공통

도급 장비

CE | Contractive Expenditure | 사업/계약관리

도급 경비

CE | Cost Effectiveness | 행정공통

비용 대 효과

CE | Cost Estimating | 정책/제도

비용 추정

CE | Crowding-out Effect | 정책/제도

구축 효과

CEA | Cost Effectiveness Analysis | 행정공통

비용 대 효과 분석

CEC | Combat Emergency Capable | 행정공통

비상시 전투 가능 장비

CEC |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속비 계약

CELC | Continuing Expenditure Large 

Construction | 사업/계약관리

계속비 대형 공사

CEM | Cost Estimating Method | 행정공통

비용 추정 방법

CEOI | Communications-Electronics 

Operation Instructions | 정책/제도

통신 전자 운용 지시

CEPT | Conference European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 

정책/제도

유럽 우편전기통신 주관청회의

CESI | Communication Electronics Standing 

Instruction | 무기체계

통신 전자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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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W | Combat Effectiveness Weapon | 

행정공통

전투 효과 무기

CF | Component Forces | 행정공통

구성군

CF | Conversion Factor | 전력지원체계

보정 계수

CF | Cost Factor | 사업/계약관리

원가 요소

CF | Counterpart Fund | 사업/계약관리

기타 자금

CF(NF) | Consolidated Fund (National 

Funds) | 정책/제도

국고금

CFC | Claim for Compensation | 사업/계약관리

구상

CFOF | Clear Field of Fire | 전력지원체계

사계 청소

CFPY | Carry-over from Previous Year |

정책/제도

과년도 수입

CFR | Cost And Freight | 사업/계약관리

운임 포함 조건

CFS |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

사업/계약관리

결합 재무 제표

CFSC | Custody Fee, Storage Charges | 

사업/계약관리

보관비

CFT | Consumables for Test | 정책/제도

시험용 소모품

CFTBOATP |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 사업/계약관리

제3자 단가계약

CFW | Contract for Work | 사업/계약관리

도급

CG | Comodity Group | 사업/계약관리

물자 분류 그룹

C/HC | Configuration/ High Configuration |

정책/제도

형상

CI | Calibration Interval | 전력지원체계

교정 주기

CI | Case Identifier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식별 부호

CI | Command Inspection | 행정공통

지휘 검열

CI | Commercial Invoice | 행정공통

상업 송장

CI | Commercial-Type Items | 전력지원체계

상용 품목

CI | Concession Item | 사업/계약관리

양허 품목

CI |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 정책/제도

형상 식별

CI |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 정책/제도

형상 식별서

CI | Configuration Item | 정책/제도

형상 품목

CI | Consumable Item | 전력지원체계

소모성 품목



C C

577

C

C C

CI | Contracted Interest | 사업/계약관리

약정 이자액

CI | Counter Intelligence | 행정공통

방첩

CI | Counting In | 정책/제도

계상

CI | Critical Intelligence | 행정공통

중요 정보

CI | 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Critical 

Item) | 전력지원체계

긴요 품목

CI | Cycle Inventory | 행정공통

정기 재물조사

CIAFATLP | Can I apply for a tax loan-

support programs | 정책/제도

전세금 대부지원제도

CIC | Central Inventory Control | 행정공통

중앙 재고통제

CICG |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 행정공통

연합 유관 기관 협조단

CID | Case Implement Date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시행일자

CIE | Competitiveness in Exports | 정책/제도

수출 경쟁력

CIM | Closed Inventory Method | 행정공통

폐창식 재물 조사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사업/계약관리

운임 보험료 지급 조건

CIP |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 

정책/제도

구성품 개량 계획

CISC | Catalog Item Supporter Code | 

정책/제도

품목 지원군 부호

CIW | Construction Implement Warranty | 

사업/계약관리

공사 이행 보증서

CIW | Cyber Information Warfare  | 행정공통

사이버 정보전 

CJ | Convoy Joiner | 행정공통

생존 하중

CKD | Completely Knock Down | 행정공통

완전 조립생산

CL | Classification Lis | 행정공통

분류 목록

CL | Closs Leveling | 사업/계약관리

전환 지불

CL | Combat Loading | 행정공통

전투 적재

CL | Commissary Line | 행정공통

보급선

CL | Commodity Loading | 행정공통

혼성 적재

CL | Compulsory Licensing | 정책/제도

강제 실시권

CL | Confirmed LC | 사업/계약관리

확인 신용장

CL | Cooperative Logistics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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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지원 협력

CL | Crash Landing | 무기체계

불시착

CL | Cross License  | 정책/제도

교차 특허 

CL | Cross Licensing  | 정책/제도

크로스 라이선싱 

CLDB | Catalog List Data Base | 전력지원체계

목록 데이터베이스

CLOC | Commercial Letter Of Credit | 

행정공통

상업 신용장

CLS |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 

행정공통

계약자 군수 지원

CLS | Cooperative Logistics Sales | 

사업/계약관리

군수 지원 협력 판매

CLSSA |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 사업/계약관리

군수 보급 지원 협정

CLSSIA |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Implement Arrangement | 

사업/계약관리

군수 보급 지원 시행 약정

CLW | Common Literary Work  | 행정공통

공유 저작물 

CM | Case Mod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케이스 수정

CM | Catalog Manual | 정책/제도

목록화 교범

CM | Communication Multiplexer | 

사업/계약관리

다중 송수신기

CM | Computation Media | 전력지원체계

전산매체

CM | Concurrent Mobilization | 행정공통

동반 동원

CM | Configuration Management | 정책/제도

컨피규레이션 관리

CM | Configuration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형상 관리

CM | Consolidated Method | 행정공통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CM | Construction Management | 

력지원체계

건설 관리

CM | Construction Mobilization | 

전력지원체계

건설 동원

CM | Contract Maintenance | 행정공통

외주 정비

CM | Corrective Maintenance | 행정공통

고장 정비

CM | Cost Methods | 사업/계약관리

원가 주의

CM | Crypto Material | 행정공통

암호 자재

CMA | Commodity Management Act | 

정책/제도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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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 | Configuration Management Item | 

정책/제도

형상 관리 품목

CM/I | Cross Modulation/ Intermodulation | 

행정공통

상호 변조

CMM | Capability Maturity Model | 행정공통

조직 성숙도 평가모델

CMMI |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

ration | 정책/제도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CMS | Close Maintenance Support | 행정공통

근접 정비 지원

CMS | Common Maintenance Support | 

행정공통

공통 정비 지원

CMS | Computer Maneuver Simulation | 

전력지원체계

컴퓨터 도상 기동 모의

CMS | Contents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콘텐츠 관리 시스템

CMSRP | 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 정책/제도

저장 화생방 물자 신뢰성 평가

CMTC |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

eration Center | 정책/제도

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CN | Camouflage Net | 행정공통

위장망

CN-235 시뮬레이터 | CN-235 Simulator | 

무기체계

CN-235 Simulator

CN-235 시뮬레이터는 조종사의 전술훈련 절차 

숙달 및 CN-235 항공기 운영유지비 절감을 위

한 모의 조종훈련 장비로서, 한국 터키간 방산협

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CNA | Computer Network Attack | 무기체계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CNC | Communications Network Control | 

행정공통

통신망 통제소

CO | Cadre Organization | 행정공통

기간 편성

CO | Carrying Out | 정책/제도

반출

CO | Combat Organization | 행정공통

전투 편성

CO | Combined Operation | 행정공통

연합 작전

CO | Complete Overhaul | 행정공통

완전 분해수리

CO | Contract Officer | 사업/계약관리

계약 담당 공무원

CO |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s | 

행정공통

대침투 작전

COA | Compensation Of Arrears | 

사업/계약관리

지체 상금

COABBF | Compilation Of A Budget; Bud-

get Formulation | 정책/제도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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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BY | Close of a Business Year | 

사업/계약관리

결산년도

COAC | Conclusion of a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의 체결

COAEA |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 정책/제도

감항 인증 전문 기관의 장

COAEC |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 정책/제도

감항 인증 주관 기관의 장

COC | Certification of Calculation | 

사업/계약관리

계산 증명

COC | Chain of Command | 행정공통

지휘 계통

COC | Certificate Of Conformance | 정책/제도

품질 보증서

COCP | Cost of Contract Performance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이행 대가

COD | Channel Of Distribution | 행정공통

분배 계통

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 

행정공통

연합 권한 위임 사항

COE | Chain Of Evacuation | 행정공통

후송 계통

COE |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

정책/제도

공통 운용 환경

COG | Center Of Gravity | 행정공통

무게 중심

COG | Center Of Gravity | 행정공통

중심

COI | Certificate Of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검사증

COI | Crypto Operating Instruction | 행정공통

암호 운용 지시

COM/LOM | Category Of Maintenance / 

Level Of Maintenance | 행정공통

정비 계단

COO | Certificate Of Origin | 사업/계약관리

원산지 증명서

COO(OC) | Concept of Operation (Opera-

tional Concept) | 사업/계약관리

운용 개념

COOC | Change Of Operational Control | 

행정공통

작전 통제권 이양

COOOB | Current or Operating Operational 

Business | 정책/제도

경상 운영 사업

COOWE | Current or Operating Working 

Expenses | 정책/제도

경상 사업비

COP | Confirmation Of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구매 식별

COS | Cost Of Sales | 사업/계약관리

매출 원가

COTS | Commercial off the Shelf | 행정공통



C C

581

C

C C

상용품

COTSA | Commercial Off the Shelf App-

lication | 정책/제도

상용품 적용

COW | Conduct Of War | 행정공통

전쟁 지도

CP | Chung-Mu Plan | 행정공통

충무 계획

CP | Civil Petitioner | 정책/제도

민원인

CP | Collecting Point | 행정공통

수집소

CP | Collective Protection | 행정공통

집단 방호

CP | Commercial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상업 구매

CP | Commercial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상용 구매

CP | Commission Paid | 사업/계약관리

지급 수수료

CP | Competitive Price | 사업/계약관리

경쟁 가격

CP | Conceptional Phase | 사업/계약관리

개념 형성 단계

CP | Continuing Project | 정책/제도

계속 사업

CP | Contract Price | 사업/계약관리

낙찰 가격

CP | Contracted Price | 사업/계약관리

계약 금액

CP | Counter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대응구매

CPACP | Current Price and Constant Prices | 

사업/계약관리

경상가와 불변가

CPB | Charter Party BL | 사업/계약관리

용선 계약 선하증권

CPC | Combat Power Concentration | 행정공통

전투력 집중

CPC | Commercial Procurement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상업구매 계약

CPC | Concurrent Production Code | 

전력지원체계

동시 생산 부호

CP/CYD | Constant Price / Constant Year 

Dollars | 사업/계약관리

불변가격

CPEP |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Plan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이행 계획

CPI | Cost Performance Index | 정책/제도

비용 성과 지수

CPOO |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s | 

행정공통

작전 한계점

CPPC | Cost Plus Percentag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일반 개산 계약

CPR | Contract Performance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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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약관리

계약 성과 보고서

CPR | Contract Performance Report | 

정책/제도

성과 보고서

CPT | Carriage Paid To | 사업/계약관리

운임 지급 조건

CPT |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 

정책/제도

저작권 보호기술 

CPTD | Cash Prior to Delivery | 사업/계약관리

인도전 대금 지급

CPU | Central Processing Unit | 전력지원체계

중앙 처리 장치

CQA | Choice Quality Assurance | 행정공통

선택 품질 보증

CR | Civil Requirement | 행정공통

민수

CR | Combat Readiness | 행정공통

전투 준비 태세

CR | Combat Reserve | 행정공통

전쟁 예비량

CR | Command Relationship | 행정공통

지휘 관계

CR | Compensation Responsibility | 정책/제도

변상 책임

CR | Concept Research | 사업/계약관리

개념 연구

CR | Consumption Rate | 전력지원체계

소모율

CR | Cost Reduction | 사업/계약관리

원가 절감

CR | Credit Rating | 사업/계약관리

신용평가

CRC | Cost Reimbursement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개산 계약

CRDL |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 

정책/제도

긴요 소요 부족 목록

CRI | Combat Reserve Item | 행정공통

전투 예비 품목

CRI | 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 

정책/제도

출연 연구소

CRM | Contractors Retention Money |

사업/계약관리

계약 업체 지급 유보금

CRM | Counter Remittance Money | 

사업/계약관리

역송금 자금

CRS | Contingency Retention Stock | 

전력지원체계

비상 보유재고

CS | Catch-all System | 정책/제도

캐치올 제도

CS | Civilian Standard | 정책/제도

민수 규격

CS | Civilian Standards | 행정공통

민수 표준

CS | Combat Support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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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지원

CS | Commercial Sale | 사업/계약관리

상업 판매

CS | Commercial Sale | 사업/계약관리

상용 판매

CS | Commercial Software | 행정공통

상용 소프트웨어

CS | Configuration Standard | 정책/제도

형상 기준

CS | Construction Supervision | 

사업/계약관리

공사 감리

CS | Construction Supervisor | 사업/계약관리

공사 감독관

CS | Constructive Simulation | 정책/제도

구성 시뮬레이션

CS | Control System | 행정공통

제어 시스템

CS | Coordinates System | 행정공통

좌표계

CS | Counter Sabotage | 행정공통

대태업

CS | Criteria Satisfy | 정책/제도

기준 충족

CS | Cumulative Strategy | 정책/제도

누적 전략

CSA |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형상 현황 관리

CSA |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 

정책/제도

형상 자료 유지

CSC | Computer Software Component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구성품

CSC | Conveyance Servic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운송용역 계약서

CSE | Combat Support Element (Troops) | 

행정공통

전투 지원 부대

CSFDM | 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 사업/계약관리

방산물자 계약제도

CSI | Critical Safety Item | 정책/제도

주요 안전 품목

CSM | 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 

전력지원체계

긴요품목

CSN | Contract Shipment Number | 

사업/계약관리

계약 적출 번호

CSP | Concurrent Spare Parts | 행정공통

동시 조달 수리 부속

CSR | Controlled Supply Rate | 행정공통

통제 보급률

CSS | Combat Service Support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CSS | Combined Security System | 

사업/계약관리

연합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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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 Cyber Security System | 정책/제도

사이버 보안시스템

CSSC | Combat Service Support Center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실

CSSO | Combat Service Support Order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명령

CSSOC | Combat Service Support Operation 

Center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운용 본부

CSSP | Combat Service Support Plan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계획

CSSS | Combat Service Support Ship | 

무기체계

전투 근무지원정

CSSU | Combat Service Support Unit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부대

CSU |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 

정책/제도

합성 표준 불확도

CT | Calibration Test | 전력지원체계

교정검사

CT | Combat Train | 행정공통

전투 치중대

CT | Combined Test | 정책/제도

통합 시험

CT | Communications Trunk | 전력지원체계

간선

CT | Component Technology | 정책/제도

컴포넌트 기술

CT | Construction Troops | 사업/계약관리

시공 부대

CT | Continuing Task | 정책/제도

계속 과제

CT | Converging Technology | 정책/제도

융합 기술

CT | Cost test | 사업/계약관리

원가 검증

CT | Counter Trade | 행정공통

상계 거래

CT | Critical Technology | 정책/제도

핵심 기술

CT | Cross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교차 기술

CTE | Critical Technology Elements | 

사업/계약관리

핵심 기술 요소

CTI | Civilian Type Item | 행정공통

민수 품목

CTMA |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 정책/제도

건설 기술 관리법

CTMC | Combined Transportation Mo-

vement Center | 행정공통

연합 수송 이동 본부

CTO | Counter-unmi l i tary  Threat 

Operation | 행정공통

비군사적 위협 대비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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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P | Core Technology Project Document |

정책/제도

핵심 기술 기획서

CTT | Combined Test Team | 정책/제도

통합 시험 팀

CTVOAQ | Conventional True Value Of A  

Quantity | 정책/제도

협정 참값

CV | Correction Value | 사업/계약관리

보정 값

CV | Cost Variance | 정책/제도

비용 편차

CVCF, UPS |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전력지원체계

무정전 전원장치

CW | Code Word | 행정공통

음어

CW | Communication Work | 행정공통

통신 근무

CW | Complete Weapon | 무기체계

완성 병기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 정책/제도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WT | Customer Waiting Time | 행정공통

사용자 대기시간

CY | Count Year(X-1year) | 행정공통

산정 년도(X-1년)

CZ | Combat Zone | 행정공통

전투 지대

CZ | Communications Zone | 행정공통

병참 지대

DA | Damage Assessment | 행정공통

피해 평가

DA | Data Administration | 정책/제도

자료 관리

DA | Defense Alliance | 정책/제도

방어 동맹

DA | Defense Article | 정책/제도

국방 물자

DA | Defense Articles | 정책/제도

방산 관련물자

DA | Deflection (Drift) Angle | 행정공통

편각

DA | Demand Agency | 사업/계약관리

수요 기관

DA | Depletion Amount | 사업/계약관리

감손량

DA | Depreciable Asset | 사업/계약관리

감가 자산

DA | Design Alternative | 사업/계약관리

설계 대안

DA | Development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개발 협력 약정서(협약서)

DA | Disclosure Authorization | 사업/계약관리

공개 승인

DA | Dispositioning Authority | 정책/제도

형상 처분 권한자

DA | Division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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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계

DA | Document Architecture | 행정공통

문서체계

DA | Drawing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도면 분석

DAA | Deliberate Anti-submarine Attack | 

무기체계

숙고 공격

DA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사업/계약관리

인수 인도방식

DAADS | DOD Activity Address Directory 

System | 사업/계약관리

미 국방부 자료정리 시스템

DAC | Debt And Credit | 행정공통

사용 대차

DAD | Demand Area Delivery | 사업/계약관리

수요지 납품

DADP | Defense Acquisition Development 

Plan | 정책/제도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

DAF | Depreciation Appropriation Fund | 

사업/계약관리

감가 상각 충당금

DTaQ |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 정책/제도

국방 기술 품질원

DAP | Delivered At Place | 정책/제도

도착 장소 인도조건

DAP | Document Against Payment | 

사업/계약관리

지급 인도방식

DAPA |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정책/제도

방위사업청

DAR |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 

정책/제도

미국 국방조달규정

DARC | Disposal And Retirement Cost | 

행정공통

폐기 및 퇴역 비용

DAS | Defense Acquisi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획득 제도

DAS | Drawing and Specification | 행정공통

설계 도서

D-ASIF&SSI | Depot Authorized Stockage 

Item File & Shop Store Item | 전력지원체계

보급소 인가 저장 및 선정 품목철

DAT | Delivered At Terminal | 정책/제도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DB | Database Build | 정책/제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DB | Document Box | 행정공통

문서함

DB | DoD bond | 정책/제도

미 국방부 채권

DBFAO |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DBFO

DBOE |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 

사업/계약관리

화환 어음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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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 Dangerous Cargo | 행정공통

위험화물

DC | Dazzle Camouflage | 사업/계약관리

위장 도색

DC | Defense Council | 정책/제도

방위 협의회

DC | Demand Code | 사업/계약관리

수요성 부호

DC | Demilitarization Code | 사업/계약관리

비군사화 부호

DC | Deprecia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감가 상각비

DC | Design Cost | 사업/계약관리

설계비

DC | Design Criteria | 행정공통

설계 기준

DC |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 

사업/계약관리

디투디(D2D) 통신

DC | Dipping Coating | 사업/계약관리

침적 도장

DC | Direct Cite | 사업/계약관리

직접 인용

DC | Direct Cost | 사업/계약관리

직접비

DC | Disaster Control | 행정공통

재난 통제

DC | Draft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가계약

DCA&LSS | Defense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System | 전력지원체계

국방 CALS 체계

DCAA |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 

정책/제도

미국 국방 계약 감사국

DCAO | Delegated Class Agent Officer | 

사업/계약관리

대리 출납 공무원

DCBDM | Defense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 | 정책/제도

국방 CBD 방법론

DCG | Durable Consumer (Consumption) 

Goods | 행정공통

내구 소비재

DCMIS | Defense Configu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사업/계약관리

국방 형상 관리 정보 체계

DCP | Development Control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발 관리 계획서

DCP | Development Control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발 사업 관리 계획서

DCR | Designated Country Representative | 

사업/계약관리

지정된 국가 대표

DD | Data Dictionary | 정책/제도

데이터 사전

DD | Detail Design | 사업/계약관리

상세 설계

DD | Detail Design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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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설계

DD | Disbursement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지출 결의서

DD | Duration Decision | 사업/계약관리

소요 공수

DDA |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 

정책/제도

위임 전결

DDAR |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regulations | 정책/제도

위임 전결규정

DDB/DID | Distributed Database/ Distri-

buted Information Database | 전력지원체계

분산 데이터베이스

DDC | DoD Direct Credit | 정책/제도

미 국방부 직접 차관

DDL | Demilitarization Data List | 

사업/계약관리

비군사화 자료목록

DDR | Disassemble Discrepancy Report | 

행정공통

분해 결함 보고서

DE | Data Element | 정책/제도

데이터 요소

DE | Defense Expenditure | 정책/제도

방위비

DE | Dot-com enterprise  | 사업/계약관리

닷컴 기업 

DEA | Data Exchange Agreement | 정책/제도

자료 교환 협정

DEDIS | Defense Electronic Data Interc-

hange System | 정책/제도

국방 EDI 체계

DEF | Data Exchange Format | 정책/제도

자료 교환 포맷

DEP | Development Execution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발 실행 계획서

DEPS | Defens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 사업/계약관리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

DES | Data Encryption Standard | 

사업/계약관리

데이터 암호화 표준

DF | Data Feedback | 사업/계약관리

자료 환류

DF | Data Fidelity | 정책/제도

데이터 충실도

DF | Delivery Forecasts | 사업/계약관리

불출 예상

DF | Demand Forecast | 사업/계약관리

수요 예측

DF | Demanding Forces | 사업/계약관리

수요군

DF | Development Fund | 정책/제도

개발 자금

DFB | Dirty Form BL | 사업/계약관리

고장부 선하 증권

DFC | Deep Fording Capability | 무기체계

심수 통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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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 | Data Flow Diagram | 사업/계약관리

데이터 흐름도

DG | Disbursements Gross (Net) | 

사업/계약관리

지출 총액/순액

DG | Dual-use Goods | 사업/계약관리

민·군 겸용 물품

D(HC) | Degaussing (Heat Cell) | 전력지원체계

소자

DHR | Dog Horse Robot | 무기체계

견마 로봇

DI | Defective Item | 사업/계약관리

하자품

DI | Defense (Munitions) Industry | 정책/제도

방위산업

DI | Demand Item | 사업/계약관리

수요 품목

DI | Dual-Use Items | 정책/제도

이중 용도 품목

DIC | Defense Industry Company | 정책/제도

방위산업체

DIC | Document Identifier Code | 행정공통

문서 식별부호

DIE |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 

정책/제도

국방 정보 판단서

DIF | Defense Industry Facility | 정책/제도

방위산업 시설

DIF | Due-in File | 사업/계약관리

수입 예정철

DIG | Defense Inventory Goods | 사업/계약관리

국방 재고물자

DIIMS | 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통합 정보 관리 체계

DIM | Defense Industry Material | 정책/제도

방위산업 물자

DIP | Defense In Place | 행정공통

고수 방어

DIP | Defense Industry Part | 정책/제도

방산부문

DIPP | Defense Information Protection Pr-

oduct | 전력지원체계

국방 정보보호 제품

DIPS |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상호 운용성 포탈 시스템

DIRP | Defense Intermediate Range Plan | 

정책/제도

국방 중기 계획

DIS | Defense Intelligence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시스템

DISIA | Defense Intelligence System 

Integrate Architecture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체계 통합 아키텍처

DISN | 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체계망

DISP |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 사업/계약관리

대화식 분산 모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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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 | Defense Intelligence Security 

System| 전력지원체계

국방 정보 보안 시스템

DIT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 

정책/제도

국방 정보 기술

DITA |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 정책/제도

국방 정보 기술 표준

DITSOS | Defect In the Source of Supply | 

정책/제도

보급원 하자

DL | Data List | 사업/계약관리

자료 목록

DL | Delivery Listing | 정책/제도

물자 인도 명세서

DL | Demand Level | 사업/계약관리

수요 수준

DL | Disassemble Level | 행정공통

분해 수준

DL | Distribution Line | 사업/계약관리

배전 선로

DL/LP | Data Leakage/Loss Prevention  | 

정책/제도

데이터 유출 방지 

DLE | Dead Line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불가동 장비

DLIS | Defens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군수 정보 체계

DLM | Depot Level Maintenance | 

사업/계약관리

창급 정비

DM | Data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데이터 관리

DM | Data Management | 정책/제도

산출물 관리

DM | Data Model | 정책/제도

데이터 모델

DM | Defected Matter | 정책/제도

결함 사항

DM | Demand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수요 물자

DM | Deposit Money | 사업/계약관리

착수금

DM | Depot Maintenance | 행정공통

창정비

DM | Directive Memorandum | 정책/제도

지시 각서

D/M | Diversion/ Misappropriation | 정책/제도

예산 전용

DM&S | Defense Modeling & Simulation | 

정책/제도

국방 M&S

DM&S |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 

정책/제도

국방 모델링 및 모의 실험

DMC | Document Management Card | 

행정공통

문서 관리 카드

DMIS | Defense Materi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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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 전력지원체계

국방 물자 정보 체계

DMR | Disassembly Mortality Rate | 행정공통

분해 폐기율

DMS | DITA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체계 표준관리 시스템

DMSM |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

rces and Material Shortages | 정책/제도

부품 단종

DN | Delivery Notice | 사업/계약관리

납품 통지

DN | Digital Native  | 사업/계약관리

디지털 원주민 

DN | Drawing Number | 사업/계약관리

도면 번호

DO | Deep Operations | 행정공통

적지 종심 작전

DO | Delivery Order | 사업/계약관리

화물 인도 지시서

DO | Direct Offset | 정책/제도

직접 절충 교역

DO | Disbursing Officer | 사업/계약관리

지출관

DOC | Defined Order Case | 사업/계약관리

지정 구매

DOC | Defined Order Case | 사업/계약관리

지정 판매 케이스

DOC | Delivery of Commodity | 사업/계약관리

물품의 인도

DODAS |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 정책/제도

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DOG | Delivery Of Goods | 사업/계약관리

납품

DOI | Die Out Item | 행정공통

사장 품목

DOO | Development of Organizers | 

사업/계약관리

개발 주관 업체

DOPC | Degree Of Protection Code | 정책/제도

포장 수준

DORI | Delivery of Repaired Item(s) | 

사업/계약관리

정비된 물품의 인도

DOT | Division Of Take | 정책/제도

소요의 구분

DP | Defense Production | 행정공통

방산업체

DP | Development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발 계획서

DP | Distributed Processing | 전력지원체계

분산 처리

DP | Dual-use Process | 사업/계약관리

민·군 겸용 공정

DPAMIS |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조달 관리 정보 체계

DPC | delivery performance certificate |  

사업/계약관리

납품 실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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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C | Division Privat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분할 수의 계약

DPICM |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 무기체계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

DP/IP | Domestic Procurement/Internal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국내 조달

DPM | Defense Planning Management | 정책/제도

국방 기획 관리

DPP | Defense Procurement Process | 

사업/계약관리

국방 조달 절차

DQ | Data Quality | 정책/제도

데이터 품질

DQM | Defense Quality Management | 정책/제도

국방 품질 경영

DQMS |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DQ마크 인증 제도 | DQ Mark 認證制度 | 

정책/제도

DQ Mark Certification System

방산분야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품질을 정부가 인

증(Certification)하여 제품의 수출경쟁력 향상 

및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DR | Data Requirement | 정책/제도

데이터 요구사항

DR | Deficiency Report | 사업/계약관리

결함 보고서

DR | Delivery Record | 사업/계약관리

납품 조서

DR | Demand Rate | 사업/계약관리

수요율

D, R | Dependability, Reliablity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DR | Depletion Ratio | 사업/계약관리

감손율

DR | Design Review | 행정공통

설계 검토

DR | Distance Resolution | 사업/계약관리

거리 분해 능력

DR | Domestic Replacement | 사업/계약관리

국산 대체

DRC | Defense Readiness Condition | 행정공통

데프콘

DRIMS | 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DRP | Depot Repair Percent | 행정공통

창 수리율

DRT | Defense RADAR Technology | 행정공통

방호용 레이더 기술

DS | Data Standard | 정책/제도

데이터 표준

DS | Data Standardization | 정책/제도

데이터 표준화

DS | Data Structure | 정책/제도

데이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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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Dead Stock-in-Trade | 행정공통

사장품

DS | Defense Sales | 정책/제도

방산 매출액

DS | Defense Specification | 정책/제도

국방 규격

DS | Defense Standardization | 정책/제도

국방 표준화

DS | Delayed Shipment | 사업/계약관리

선적지연

DS | Design Supervisor | 행정공통

설계 감독관

DS | Detail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상세형 규격

DS | Detail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상세형 규격서

DS | Detailed Survey | 행정공통

정밀 측정

DS | Digital Simulation | 사업/계약관리

디지털 시뮬레이션

DS | Digital Soldier  | 정책/제도

디지털 병사 

DS | Direct Support | 행정공통

직접 지원

DS | Distribute Simulation | 전력지원체계

분산 모의 시뮬레이터

DS | Division Slice | 행정공통

사단 슬라이스

DS | Drawing Specifications | 정책/제도

도면 규격서

DS&TPP | Defens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Policy | 정책/제도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DSAME | Defen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사업/계약관리

방산 중소기업

DSATPEP |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Execution Plan | 정책/제도

국방 과학 기술 진흥 실행 계획

DSC | Defense Support Center | 정책/제도

방위지원 본부

DSCS |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 무기체계

군 위성 통신 체계

DSE | Distribute Simulation Engine | 

전력지원체계

분산 모의 실험 엔진

DSL | Deep Sea Lifeboat | 무기체계

심해 구명정

DSL | Defense Specialization Laboratory | 

정책/제도

국방 특화 연구실

D, SM | Deposit, Security Money | 

사업/계약관리

보증금

DSM | Direct Support Maintenance | 행정공통

직접 지원 정비

DSMT | Digital Security Multi-role Terminal | 

무기체계

다기능 비화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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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N | Data Serial Number | 정책/제도

자료 일련번호

DSOL | Data Standard Observance Level | 

정책/제도

데이터 표준 준수도

DSRC | Defense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 정책/제도

국방 특화 연구 센터

DSRV |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 | 

무기체계

심해잠수 구조정

DST | Decision Support Template | 행정공통

지휘관 결심 지원 도표

DSU | Direct Support Unit | 행정공통

직접 지원 부대

DT | Damage Type | 사업/계약관리

손상 유형

DT | Design Technique | 행정공통

설계 기술

DT | Determine Type | 정책/제도

기종 결정

DT | Development Testing | 정책/제도

개발 시험

DT | Distribution Type | 행정공통

분배 형태

DT | Down (Fault) Time | 사업/계약관리

고장 시간

DT | Down time | 사업/계약관리

장애 시간

DT | Dray Tally | 사업/계약관리

화물 출하 증표

DTA | Damage Tolerance Analysis | 행정공통

손상 허용분석

DTAE |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 

정책/제도

개발 시험 평가

DTC | Design To Cost | 행정공통

비용 고려 설계

DTD | Document Type Definition | 행정공통

문서 유형 정의

DTD |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 

정책/제도

민·군 겸용 기술개발

DTDB |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DTI |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 정책/제도

국방 과학 기술 정보

DTICC |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 정책/제도

한미 방산 기술 협력 위원회

DTIMS |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체계

DTS |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 

정책/제도

미국 국방 수송체계

DU | Data Update | 정책/제도

자료 최신화

DU | Dependable Undertaking | 사업/계약관리

책임 인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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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 Detached Unit | 행정공통

파견 부대

DU | Drive Unit | 전력지원체계

구동 장치

DUPC | Dual Use Program Cooperation 

Center | 정책/제도

민·군 겸용 기술 센터

DUSC | Dual Use Standard committee | 정책/제도

민·군 규격 위원회

DUSSP | Dual Use Specifications Stand-

ardization Project | 정책/제도

민·군 규격 표준화 사업

DUSUP |  Dua l  Use  Spec i f i c a t i ons 

Unification Project | 사업/계약관리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DUT | Dual-use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민·군 겸용 기술

DUTCP |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 정책/제도

민·군 기술협력 사업

DUTDP |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 정책/제도

민·군 기술개발 사업

DUTIEP | Dual U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 | 정책/제도

민·군 기술 정보교류 사업

DUTTP | Dual Us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 정책/제도

민·군 기술이전 사업

DV | Delivery Volume | 정책/제도

출용 부피

DV | Desktop Virtualization  | 정책/제도

데스크톱 가상화 

DV | Documentary Value | 정책/제도

기록물 가치

EA | Enterprise Architecture | 정책/제도

전사적 아키텍처

EA | Enterprise Architecture | 정책/제도

최상위 아키텍처

EA | Estimated Amounts | 사업/계약관리

견적 가격

EA | Evolutionary Acquisition | 정책/제도

진화적 개발 전략

EA | Expenditure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지출 승인

EA | External Audit | 정책/제도

외부 감사

EAA | Export Administration Act | 정책/제도

수출 관리법

EAC | Estimate at Completion | 정책/제도

최종 사업비 추정액

EAC | Estimated Actual Charges | 사업/계약관리

예상 실제 비용

EAD | Earliest Arrival Date | 행정공통

최초 도착일

EAID | 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 사업/계약관리

장비 인가 현수표

EAL | External Audit Law | 사업/계약관리

외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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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 | Executive Agency System | 정책/제도

책임 운영 기관 제도

EATE | Education and Training Expenditures | 

사업/계약관리

교육 훈련비

EATRI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정책/제도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EATT | Embarkation And Tonnage Table | 

행정공통

탑재 및 톤수표

EB | Electronic Bid | 사업/계약관리

전자 입찰

EB | Electronic Bidder | 사업/계약관리

전자 입찰자

EB | Engineering BOM | 사업/계약관리

개발 BOM

EB | Exterior Ballistics | 무기체계

강외 탄도학

EBFA | Expenditure Budget Final Account | 

사업/계약관리

세출예산 결산

EBO | Effect Based Operation/ Effective 

Based Operations | 행정공통

효과 중심 작전

EC | E-learning Content | 사업/계약관리

이러닝 콘텐츠

EC | Electrodeposition Coating | 정책/제도

전착 도장

EC | Electronic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전자계약

EC | Electrostatic Coating | 사업/계약관리

정전 도장

EC | Engineering Change | 사업/계약관리

기술 변경

EC | Essentiality Code | 사업/계약관리

필수 부호

EC | Export Contract | 정책/제도

수출 계약

EC | Export Control | 정책/제도

수출 통제

EC/LC | Experience (Learning) Curve | 

사업/계약관리

경험 곡선

ECC | Export Customs Clearance | 사업/계약관리

수출 통관

ECI | Eddy Current Inspection | 행정공통

와류 검사

ECP | Engineering Change Proposal | 사업/계약관리

기술 변경 제안

ECS | Engagement Control Station | 행정공통

교전 통제소

ECSW | Export Control Specific Weaponry | 

정책/제도

수출 통제 특정 무기류

ED | Effective Demand | 행정공통

유효 수요

ED | Engineering Design | 사업/계약관리

기술 설계

ED | Engineering Development | 정책/제도

공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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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 Exploratory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탐색 개발

ED | Explosive Device (Initiating Equipment)| 

무기체계

기폭 장치

EDA | Excess Defense Articles | 사업/계약관리

초과 국방 물자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정책/제도

전자문서유통

EDS | Equipment Damage State | 사업/계약관리

장비 피해 상태

EE | Early Execution | 사업/계약관리

조기 집행

EE | Effectiveness Efficiency | 정책/제도

유효성

EE | Embeded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훈련 내장형 장비

EE | Endurance Evaluation | 정책/제도

내구성 평가

EE | Energy Efficiency | 정책/제도

에너지 효율

EE | Engineering Estimation | 정책/제도

공학적 추정

EE | Environmental Effect | 행정공통

환경 영향 평가

EEM | Engineering Estimating Method | 

정책/제도

공학적 추정법

EEMS | Event of an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사업성과 관리체계

EF | Excess Fund | 사업/계약관리

초과 자금

EFRP | Emergency Force Requirement 

Paper | 정책/제도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EG | Electronic Government | 정책/제도

전자정부

EH | Enclosed Herewith | 행정공통

별첨

EH | Energy Harvesting  | 정책/제도

에너지 하베스팅 

EHC | Equipment History Card | 사업/계약관리

장비이력카드

EI | End Item | 사업/계약관리

최종 품목

EI | End Item(Unit) / Final Product | 정책/제도

완제품

EI | Equipment | 행정공통

설비

EI(EU/FP) | End Item(End Unit/Final 

Product) | 정책/제도

완성품

EIAC | End Item Acronym Code | 

사업/계약관리

완제품 약어부호

EIE | External Incidental Expense | 

사업/계약관리

외부 부대비용

EILR | End Item Localization Rate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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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장비 국산화율

EK | Encryption Key | 사업/계약관리

암호키

EL | Endurance Limit | 사업/계약관리

내구성 한계

EL | Escrow L/C | 사업/계약관리

기탁 신용장

EL | Exclusive License | 정책/제도

전용 실시권

EL | Export Licence | 정책/제도

수출 승인

EL | Export License | 정책/제도

수출 승인서

ELC | Economic Life Cycle | 행정공통

경제 수명

ELOC | Export Letter Of Credit | 사업/계약관리

수출 신용장

ELS | Economic Lot Size | 사업/계약관리

경제적인 LOT 규모

EM | Economic Mobilization | 정책/제도

경제 동원

EM | Electronic Mail | 정책/제도

전자 우편

EM | Emergency Mobilization | 정책/제도

긴급 동원

EM | Exercise Manager | 행정공통

훈련 관리자

EMC | Equipment Maintenance Cost | 

사업/계약관리

장비 유지비

EMCA |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 

사업/계약관리

기본 계약(예상) 금액

EML | Equipment Maintenance Log | 

사업/계약관리

장비 정비 기록부

ENSIP | Engine Stuctural Integrity Program |

무기체계

엔진 수명 관리 프로그램

EO | Embarkation Order | 행정공통

탑재 명령

EO | Enforcement Offer | 사업/계약관리

시행 오퍼

EO | Enterprise Organization | 사업/계약관리

사업단

EO | Execute Order | 정책/제도

시행 명령

EO | Executing Organization | 정책/제도

수행 기관

EO | Execution Order | 사업/계약관리

집행 명령

EO | Extended Offer | 사업/계약관리

연장 오퍼

EOA | End of Auction | 사업/계약관리

경매 종료 일시

EOC | Expiration Of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 만료

EOF | Economy of Force | 정책/제도

병력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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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IS | Exporters Offset Implementation 

Support | 정책/제도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EOL | Expropriation Of Land | 행정공통

토지 수용

EOM | Echelons Of Maintenance | 행정공통

정비 단계

EOM | Emphasis Of Matter | 사업/계약관리

특기 사항

EOP | Estimate Of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조달 판단

EOPY | Expenditure Of Previous Year | 

정책/제도

과년도 지출

EOQ | Economic Order Quantity | 

사업/계약관리

경제적 청구량

EOS | Economies Of Scale | 행정공통

규모의 경제

EOTCC | Evaluation Of the Contract Cost |

사업/계약관리

계약후 원가 심사

EOTS | Estimate Of the Situation | 행정공통

상황 판단

EP | Electric Power | 전력지원체계

전력

EP | Electronic Passport | 정책/제도

전자 여권 

EP | Equi-time Point | 무기체계

등시점

EP | Excess Property | 행정공통

잉여 재산

EP | Experimental Prototype | 정책/제도

실험 시제품

EP | External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외부 구입

EPB | Electromagnetic Pulse Bomb  | 

무기체계

전자기 펄스 폭탄 

EPB | Estimated Price Basis | 사업/계약관리

예정 가격 기초자료

EPC |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

정책/제도

비상 기획위원회

EPL | ELINT Parameter List | 무기체계

전자 정보 목록

EPRS | Emergency Point Refueling 

Systemm | 무기체계

비상 급유장비

EPTS | Equipment Performance Test Set | 

행정공통

장비 성능 시험공구

EQ/ED | Estimate Quotation/ Estimate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견적서

ER | Eligible Recipient | 사업/계약관리

판매 승인 국가/단체

ER | Emergency Ration | 전력지원체계

비상 식량

ER | Emergency Resupply | 행정공통

긴급 재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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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 | Enforcement Regulations | 정책/제도

시행 규칙

ER | Expendable Reparable | 행정공통

품류 부호

ER | Expense Referral | 사업/계약관리

지출 의뢰서

ERD | Entity Relationship Diagram | 

정책/제도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ERD)

ERH | Electromagnetic Radiation Hazard | 

무기체계

전자파 복사 위해

ERL | Economic Repair Limits | 행정공통

경제적 수리 한계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사업/계약관리

전사적 자원관리

ERP | Epoxy Resin Paint | 사업/계약관리

에폭시 수지도료

E, R, RC | Expendability, Recoverability, 

Repairability Code | 행정공통

소모성 부호

ER, RG | Electromagnetic Railgun, Rail Gun | 

행정공통

레일 건

ERS | Economic Retention Stock | 사업/계약관리

경제적 보유 재고

ES | Embedded Software | 정책/제도

내장형 소프트웨어

ES | Equipment Status | 사업/계약관리

장비 현황

ES | External Supply | 행정공통

외부 보급

ESAC | Executive Supervision And Control | 

사업/계약관리

시공 감리

ESAM | Expendable Supplies And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소모성 보급품 및 물자

ESCS | Embedded Software Classification 

System | 정책/제도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ESD | Experimental Standard Deviation | 

행정공통

표본 표준 편차/시험 표준 편차

ESF | Economic Support Fund | 정책/제도

경제 지원기금

ESTS | Export Specialist Training Support | 

정책/제도

수출전문가 양성 지원

ET | Education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교육 공학

ET | Environment Testing | 행정공통

환경시험

ET | Evasion Time | 행정공통

회피 시간

ET | Exercise/ Training | 행정공통

훈련

ET | Experimental Test | 정책/제도

실험실 시험

ET(SL) | Endurance Time (Service Life) | 행정공통

내구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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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 Estimate to Complete | 정책/제도

잔여 사업비 추정액

ETSI |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정책/제도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EV | Earned Value | 행정공통

성과, 획득 가치

EV | Earned Value | 사업/계약관리

실적 가치

EVMS |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사업성과 관리제도

EVMS |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 

사업/계약관리

성과 관리 체계

EW | Electric Wave | 무기체계

전파

EW | Electronic Weapon | 무기체계

전자 병기

EWI | Electronic Warfare Intelligence | 무기체계

전자전 정보

EWR | Early Warning Radar | 무기체계

조기 경보 레이더

EWSS | Electromagnetic Waves Security 

System | 사업/계약관리

전자파 보안시스템

EXW | EX-Works | 사업/계약관리

공장 인도 조건

F-15K | F-15K | 무기체계

F-15K Slam Eagle

F-15E 스트라이크 이글(F-15E Strike Eagle)

의 최신 파생형 모델이자 최신 4.5세대 전투기로 

미국 보잉사가 제작하고,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

하는 전폭기이다. 2002년 4월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기종으로 선정되어 총 40기가 발주되었

으며 2005년 10월에 3, 4호기가 한국에 인도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1차 도입이 모두 완료되

었다. 2008년 4월 2차 FX 사업을 통해 추가로 

21기의 F-15K가 더 발주되어 대한민국 공군은 

총 60기(추락한 1기 제외)의 F-15K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12월 12일, F-15K는 '슬램 이글

(Slam Eagle)'로 정식 명명되었다.

FA | False Alarm | 정책/제도

거짓 경보

FA | Fault Analysis | 행정공통

고장 해석

FA | Field Army | 행정공통

야전군

FA | Financial Account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재무회계

FA | Fixed Ammunition | 무기체계

고정식 탄약

FA | Fixed Assets | 사업/계약관리

고정 자산

FA | Frequency Agile | 행정공통

주파수 가변

FA | Functional Activity | 사업/계약관리

기능 활동

FA | Functional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기능 분석

FA | Functional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기능분석 및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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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 Functional Appraisal | 사업/계약관리

기능 평가

FA | Functional Area | 사업/계약관리

기능 영역

FA-50 경공격기 | FA-50經攻擊機 | 무기체계

FA-50 Light Fighter

‘FA-50 경공격기’는 ‘08년 12월부터 ’12년 10월

까지 약 47개월 간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토대로 정밀타격능력(JDAM, SFW), 전술데이터

링크(Link-16) 및 야간작전능력 등의 전술능력

을 개발하여 공군(제52시험평가전대)의 수락검

사를 거쳐 2013년 8월 20일에 실전 배치된 전투

기이다.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 

정책/제도

미국 연방항공국

FAA | Foreign Assistance Act | 정책/제도

대외 원조법

FAA | Foreign Assistance Act | 사업/계약관리

대외 지원법

FAAA | Functional Analysis and Allocation | 

사업/계약관리

기능 분석 및 할당

FAD | Forces Activity Designator | 행정공통

부대 임무 우선 순위 부호

FADE | Failure and Damage Effects | 행정공통

고장 및 손상 영향

FARP | 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 행정공통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FAS | Flank Array Sonar | 무기체계

선측배열 소나

FAS | Follow-up And Support | 행정공통

후속 지원

FAS | Free Alongside Ship | 사업/계약관리

선측 인도조건

FASF | Follow And Support Force | 행정공통

후속 지원 부대

FAT | Factory Acceptance Test | 정책/제도

공장 수락 시험

FAT | Final Acceptance Trial | 행정공통

최종 납품검사

FB | Feeding Basis | 전력지원체계

급식 기준

FB | Fire Bay | 전력지원체계

사격호

FB | Fringe Benefit | 사업/계약관리

복리 후생비

FB | Front Body | 무기체계

전기체

FBL | Functional Baseline | 사업/계약관리

기능 기준

FC | Failure Cause | 행정공통

고장 원인

FC | Failure Criteria | 사업/계약관리

고장 기준

FC | Fixed Cost | 사업/계약관리

고정 비용

FC | Fixed Costs | 사업/계약관리

고정 원가

FC | Flight Clearance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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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허가

FC | Flight Critical | 정책/제도

비행 중요도

FC | Flyway Costs | 사업/계약관리

군용 완성 장비의 생산 제비용

FC | Foreign Contractor | 사업/계약관리

해외 계약자

FC | Function Code | 사업/계약관리

기능 부호

FC | Functional Class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기능 분류

FCA | Free CArrier | 사업/계약관리

운송인 인도조건

판매자의 책임이 가장 가벼운 복합운송조건이며,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분기점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다. 

☞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 | 

행정공통

수산업 협동조합

FCA | Free Carrier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운송인 인도조건

FCA |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 

사업/계약관리

기능적 형상 확인

FCC | Facilities Category Code | 사업/계약관리

시설 분류부호

FCC | Foreign Capital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국외 상업 구매 계약

FCE |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 

사업/계약관리

외화 지출액

FCP | Foreign Capital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국외 구매

FCPI | Foreign Capital Purchase Information | 

정책/제도

외자 구매 정보

FCR | Fire Control Radar | 무기체계

사격통제 레이더

FD | Failure Diagnosis | 행정공통

고장 진단

FD | Failure Distribution | 행정공통

고장 분포

FD | Filing Department | 정책/제도

제기부서

FD | Force Development | 행정공통

전력 발전

FD | Functional Diagnostic | 사업/계약관리

기능 진단

FDF | Failure Distribution Function | 행정공통

고장 분포 함수

FDM | Failure Detection Method | 행정공통

고장 탐지 방법

FDR | Flight Data Recorder  | 전력지원체계

비행 기록장치 

FDW | Force Development Work | 행정공통

전력 발전 업무

FE | Face Explain | 정책/제도

대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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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 | Failure Effect | 행정공통

고장 영향

FE | Fast Ethernet | 전력지원체계

고속 이더넷

FE | Flotation Equipment | 행정공통

부유 장비

FE | Force Enhancement | 행정공통

전투력 증강

FEA | Finite Element Analysis | 행정공통

유한 요소 해석

FEBA | 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 | 

행정공통

전투 지역 전단

FEP | Failure Effect Probability | 행정공통

고장 영향 확률

FERS | Fixed Exchange Rate System | 

정책/제도

고정 환율제

FERS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정책/제도

변동 환율제도

FETA |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사업/계약관리

외국환 거래법

FF | Field Fortification | 행정공통

야전 축성

FF | Financial Flexibility | 사업/계약관리

재무적 융통성

FF | Follow-up Force | 행정공통

후속 부대

FF | Freight Forwarder | 행정공통

수송 대행기관

FF | Freight Forwarder | 사업/계약관리

운송 주선인

FF | Freight Fowarder | 사업/계약관리

운송 대행업체

FFBD |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 | 

사업/계약관리

기능 흐름도

FFDP | Foreign Funds Direct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외자 직구매

FFH | Fast Frequency Hopping | 사업/계약관리

고속 주파수 도약

FFPC | Firm Fixed-Pric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일반 확정계약

FFPU | Fees For Public Utilities | 정책/제도

공공 요금

FGC | Functional Group Code | 사업/계약관리

기능 그룹 부호

FHM | Frequency Hopping Modulation | 

사업/계약관리

주파수 도약 변조

FI | Fault Indicator | 전력지원체계

고장 표시기

FI | Fault Isolation | 행정공통

고장 배제

FIA | Foreign Information Activity | 정책/제도

외국 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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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 | Foreign Information Agency | 정책/제도

외국 정보기관

FIC | Foreign Investment Committee(FIC)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위원회

FIFO | First-In, First-Out Method | 행정공통

선입 선출법

FI/IBF |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By 

Foreigner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

FIPA |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FISS | Forced Issue Supply System | 행정공통

할당 보급 제도

FL | Failure Logging | 사업/계약관리

고장 기록

FL | Fight Load | 행정공통

전투 탑재

FL | Fixed Level | 행정공통

고정 수준

FL | Focused Logistics | 행정공통

집중 군수

FL/FR | Free Loan/Free rental | 

사업/계약관리

무상 대부(대여)

FLO | Foreign Liasion Officer | 사업/계약관리

외국 연락장교

FLR| Fault Location Program | 행정공통

고장 위치 프로그램

FLSG | Field Logistics Support Group | 

행정공통

야전 군수 지원단

FM | Failure Mechanism | 행정공통

고장 메커니즘

FM | Failure Mode | 행정공통

고장 유형

FM | Field Maintenance | 행정공통

야전정비

FM | Field Manual | 행정공통

야전교범

FM | Financial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재무관리

FM | Financial Manager | 사업/계약관리

재무관

FM | Flow Management | 행정공통

유통 관리

FM | Future MLRS | 무기체계

차기 다련장

FMC | Failure Mode Classification | 행정공통

고장 유형분류

FMC | Failure Mode Code | 행정공통

고장 유형 식별부호

FMC | Field Maintenance Close | 행정공통

야전 정비 종결

FMC | Filling Mobilization Call-up | 행정공통

충원 소집

FMCS | Foreign Military Construction Sales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 건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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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 | Force Maintenance Expenses | 행정공통

전력 유지비

FMEA/FMECA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 행정공통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FMECA | Failure Mode Effect and Criti-

cality Analysis | 행정공통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FML | Foreign Military Loan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 대출

FMO | Foreign Military Originator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 원조

FMP | Failure Mode Probability | 행정공통

고장 유형 확률(β)

FMQ | Foreign Maintenance Quantity | 

정책/제도

외국 정비 물량

FMR | Failure Mode Ratio | 행정공통

고장 유형비

FMS | Foreign Military Sales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FMS | Fund Management System | 행정공통

자금관리 제도

FMSAC | Foreign Military Sales Admin-

istrative Charge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행정비

FMSAUC | Foreign Military Sales Asset Use 

Charge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자산 사용비

FMSC | Foreign Military Sales Case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케이스

FMSO | Foreign Military Sales Order | 

사업/계약관리

재고 수준 유지 발주

FMSPCAH | Foreign Military Sales Packing 

Crating And Handling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포장 결박 및 취급비

FMSPD | Foreign Military Sales Planning 

Directive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기획지침

FMSS | Fund Management Supply System |

정책/제도

자금관리 보급제도

FMSTC | Foreign Military Sales Trans-

porta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대외군사판매 수송비

FMT | Foreign Military Training | 정책/제도

국외 군사 교육

FMU | Field Maintenance Unit | 행정공통

야전 정비 부대

FMU | Fuse Munition Unit (Proximity Fuze) | 

무기체계

감응 신관

FNL | Freely Negotiable LC | 사업/계약관리

자유 매입 신용장

FO | Firm Offer | 사업/계약관리

확정 오퍼

FO | Functional Organization | 사업/계약관리

기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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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F) | Fiber Optics (Optical Fiber) | 

사업/계약관리

광섬유

FOACP | Fulfillment of a Contract Period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이행 기간

FOAL | Filing of a Lawsuit | 행정공통

소송 제기

FOB | Free On Board | 정책/제도

본선 인도 조건

FOB | Function of Battlefield | 행정공통

전장 기능

FOHS | Freedom of High Seas | 정책/제도

공해 자유권

FOM | Federation Object Model | 정책/제도

연합 객체 모형

FOR | Force Operation Research | 행정공통

전력 운영 분석

FP | Fixed Payment | 사업/계약관리

고정 기술료

FP | Fixed Price | 사업/계약관리

고시 금액

FP | Fixed Property | 사업/계약관리

고정 재산

FP | Fluorescent Paint) | 행정공통

형광 도료

FP | Force Projection | 행정공통

전투력 투사

FP | Foreign Procurement | 정책/제도

국외 조달

FPA | Foreign Procurement Ability | 정책/제도

국외 조달 능력

FQR | Formal Qualification Review | 

사업/계약관리

공식적 품질 검토

FR | Factory Registration | 사업/계약관리

공장 등록

FR | Failure Rate | 사업/계약관리

고장률

FR | Field Ration | 사업/계약관리

야전 구량

FR | Filling Requirement | 행정공통

충원 소요

FR | Flight Recorder | 무기체계

플라이트 리코더

FR | Filing Requirements(Requested Mat-

erials) | 정책/제도

서류 제출 요구(요구 자료)

FR | Frictional Resistance | 전력지원체계

마찰 저항

FRACAS | 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 행정공통

고장 보고, 분석 및 고장 수리체계

FRB | Federal Reserve Bank | 사업/계약관리

연방준비은행

FRC | Fluorocarbon Resin Coatings | 

전력지원체계

불소수지 도료

FRD | Force Requirement Decision | 행정공통

전력 소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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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F | Failure (Hazard) Rate Function | 

사업/계약관리

고장률 함수

FRL | Failure Rate Level | 사업/계약관리

고장률 수준

FRM | Fire Resisting (Proof) Materials | 

전력지원체계

내화 재료

FRP | Fiber Reinforced Plastics | 행정공통

섬유 강화 플라스틱

FRP | Force Requirement Paper | 행정공통

전력 소요 요청서

FRP | Force Requirement Paper | 행정공통

전력 소요 제기서

FRPT | Firing Range Performance Test | 

정책/제도

시사장 성능시험

FRS | Flexible Response Strategy | 행정공통

유연 반응 전략

FRS | Fundamental Research Step | 

사업/계약관리

기초 연구 단계

FS | Facilities Standardization | 사업/계약관리

시설 표준화

FS | Field Strip | 전력지원체계

보통 분해

FS | Financial Statements | 사업/계약관리

재무제표

FS | Follow-up Supply | 행정공통

후속 보급

FS | Force Structure | 행정공통

전력 구조

FS | Formality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정식 규격서

FS | Forward Supply | 행정공통

추진 보급

FS | Functional System | 사업/계약관리

기능 체계

FS | Fundamental Survey | 행정공통

기본 측량

FSC |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군급분류

FSC | Fund Source Codes | 사업/계약관리

자금원 부호

FSD | Full Scale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체계 개발

FSI | Force Strengthen Investment | 행정공통

전력 증강 투자

FSL | Fixed Safety Level | 사업/계약관리

고정 안전 수준

FSS | Force Support System | 전력지원체계

전력 지원 체계

FT | Fault Tolerant | 사업/계약관리

고장 허용 한계

FT | Fault Trace | 행정공통

고장 추적

FT | Field Test | 사업/계약관리

전력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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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Field Train | 사업/계약관리

야전 치중대

FT | Firing Tables | 무기체계

사표

FT | Formal Trainning | 사업/계약관리

정규 군사 훈련

FT | Function Test (Thermal Performance 

Test) | 정책/제도

성능 시험

FT | Functional Test | 사업/계약관리

기능 시험

FT | Future Tank | 무기체계

차기 전차

FTA | Fault Tree Analysis | 행정공통

고장 계통 분석

FTA | Foreign Trade Act | 정책/제도

대외무역법

FTE | Factory Test Equipment | 정책/제도

공장 시험 장비

FUED | First Unit Equipped Date | 

사업/계약관리

초도 배치 일자

FW | Foundation Work | 전력지원체계

기초 공사

F연도 | F年度 | 정책/제도

Fiscal Year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

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

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회계 연도

GA | General Accounts | 사업/계약관리

일반 회계

GA | Grand Aid | 정책/제도

무상 원조

GAC | Gener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정책/제도

일반 감항 인증

GACR |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ate | 

사업/계약관리

일반 관리비율

GAS | Government Administration Support |

정책/제도

정부 행정 지원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행정공통

가트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정책/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B | Groupage BL | 사업/계약관리

집단 선하 증권

GBL | General Breakdown List | 사업/계약관리

일반 분해 목록

GBNB | Government Bond National Bond | 

정책/제도

국채

GBU-24 | GBU-24 | 무기체계

GBU-24 Paveway

GBU-24 페이브웨이 III(GBU-24 Paveway 

III)는 레이저 유도 폭탄으로 목표물에서 반사되

는 레이저를 감지해 궤도를 수정하며 폭격하는 

제3세대 레이저 유도 폭탄이다.

GC | General Council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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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회의

GC | Generic Code | 사업/계약관리

속성 부호

GC | Glass Cockpit | 사업/계약관리

글래스 칵핏

GC | Government-furnished Component | 

사업/계약관리

관급 부품

GC | Green Computing  | 사업/계약관리

녹색 컴퓨팅 

GC | Grid Coordinate | 행정공통

군사 좌표

GCS | Grid (Mode) Communication System | 

전력지원체계

격자형 통신망

GD | General Depot | 행정공통

종합창

GDE |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 | 정책/제도

정부 산업체 간 자료 교환 프로그램

GDI | Gasoline Direct Injection | 사업/계약관리

가솔린 직접 분사기관

GDP | Gross Domestic Product | 정책/제도

국내 총생산

GE |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관급품

GE | Green Energy  | 사업/계약관리

그린 에너지 

GERG |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Risk Guarantee | 사업/계약관리

관급품 위험 보증

GF | Ground Fault (Grounding) | 무기체계

접지

GFA | Government Funded Agency | 

정책/제도

정부 출연 기관

GFCC | Government for Citizen Counter | 

정책/제도

전자민원 창구

GFE | Government Furnished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정부 제공 장비

GFE |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관급 장비

GFM | Government Furnished Materiel | 

사업/계약관리

정부 제공 물자

GFP | Government-Furnished Property |

사업/계약관리

관급 재산

GFRI |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 정책/제도

정부 출연 연구 기관

GG | Green Growth  | 행정공통

녹색 성장 

GH | Global Hawk | 무기체계

글로벌 호크

GI | Ghost Identity  | 사업/계약관리

고스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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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 Government Investment | 정책/제도

정부 투자

GI | Guarantee Insurance | 사업/계약관리

보증보험

GIG | Global Information Grid | 정책/제도

범 세계 정보 격자망

GIRE | Government Investment R&D Ent-

erprise | 사업/계약관리

정부 투자 연구 개발 사업

GJBL | Go Jun Bong-class LST | 무기체계

고준봉급 상륙함

GKMC | Government Knowledge Mana-

gement Center | 정책/제도

정부 통합 지식 관리 체계

GM | General Material | 행정공통

일반 물자

GM |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관급 물자

GM |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관급 자재

GM |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관급 재료

GMO |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사업/계약관리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P |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Price | 사업/계약관리

관급 재료비

GMT | Greenwich Mean Time | 사업/계약관리

그리니치 평균시

GP | Government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정부 조달

GP | Government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중앙 조달

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정부 조달 협정

GPD | Government Property Disposal | 

정책/제도

관유물 매각

GPFU | Gas Particulate Filter Unit | 무기체계

가스 입자 여과기

GPI | Government Procurement Item | 

사업/계약관리

중앙 조달 품목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 무기체계

인공 위성 항법체계

GQA | Government Quality Assurance | 

정책/제도

정부 품질 보증

GR | Gross Requirement | 행정공통

전시 소요

GR | Gross Requirement | 행정공통

총소요

GRL | Gross Requirements List | 행정공통

총소요 목록

GRP | Gas Rocket Propellant | 무기체계

가스 로켓 추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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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 Galileo System | 사업/계약관리

갈릴레오

GS | General Support | 행정공통

일반 지원

GS | Government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관용 규격서

GS | Green Security  | 정책/제도

녹색 보안 

GS | Gyro Sensor | 무기체계

자이로 감지기

GSA | General Support Artillery | 행정공통

일반 지원 포병

GS, LS | Guide Ship, Leading Ship | 정책/제도

선도함

GSM | General Support Maintenance | 

행정공통

일반지원 정비

GSR | Ground Surveillance Radar | 

사업/계약관리

지상 감시 레이더

GT | Green Technology | 정책/제도

녹색 기술

GT&C | General Terms & Conditions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일반 조건

GTB | Government To Business | 정책/제도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GTGD | Gwanggaeto the Great-class Des-

troyer | 무기체계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GTR |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 

정책/제도

정부 항공 운송 의뢰

GWP | Global Warming Potential  | 행정공통

지구 온난화 지수 

HA | Holding account | 사업/계약관리

유보 계정

HA | Holding Account | 사업/계약관리

정산 자금 계정서

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사업/계약관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

HACD | Heating And Cooling Devices | 

사업/계약관리

냉난방 장치

HADP | Heat and Dry-type Paint | 

전력지원체계

가열 건조형 도료

HALEU |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 | 무기체계

고고도 장거리 체공 무인기

HAPS | High Altitude Platform System | 

무기체계

성층권 통신 시스템

HATST | Hull And Turret Structure Tech-

nology | 무기체계

동체 및 포탑 구조 기술

HCP | Hardness Critical Process | 행정공통

화생방 방호 절차

HDATC | High Density Air Traffic Control | 

행정공통

고밀도 항공 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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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 High Energy | 사업/계약관리

고에너지

HE | High Explosive Shell | 무기체계

고폭탄

HEL | High Energy Laser | 무기체계

고출력 레이저

HEP | High Energy Particle | 사업/계약관리

고에너지 입자

HF | High Frequency | 사업/계약관리

고주파

HGA | High Gain Antenna | 사업/계약관리

고성능 안테나

H/HM | Harpoon/ Harpoon Missile | 무기체계

하푼

HLA | High Level Architecture | 정책/제도

국제 표준 연동 체계

HM | High-Power Microwaves | 무기체계

고출력 마이크로파

HMARS |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 무기체계

다련장(HMARS)

HNBT | Having No Bids Tendered | 

사업/계약관리

유찰

HOT 대전차 미사일 | HOT對戰車-| 무기체계

HOT(High subsonic Optical remote-guided 

Tube-launched) Antitank Missile

프랑스 및 독일 합작회사인 유로 미사일사(社)

에 의해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로서, 명중률이 

약 95%에 이르고, 차량 및 헬리콥터 장착용으로 

1974년부터 생산 및 배치된 대전차 미사일이다.

HP | Historical Price | 사업/계약관리

실적가

HP | Horse Power | 행정공통

마력

HPA | High Power Amplifier | 무기체계

고출력 증폭기

HPE | High Power Effects | 사업/계약관리

고전력 효과

HPM | Heating Proof (Resisting) Materials | 

전력지원체계

내열 재료

H/R | Hazard/ Risk | 정책/제도

위험

H/R | Hazard/ Risk | 사업/계약관리

위험도

HR | Hingeless Rotorhub | 전력지원체계

무힌지 로터 허브

HRP | Heat Resistance Paint | 전력지원체계

내열 도료

HRR | High Resolution Radar | 무기체계

고해상도 레이더

HS | Hot Swap | 전력지원체계

핫 스왑

HSA | High Speed Approach | 행정공통

고속 접근로

HSI | High Speed Infiltration | 행정공통

고속 침투

HSTL | High Speed Tactical Line | 행정공통

고속 전술 조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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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V | High Speed Vessel | 무기체계

고속 수송선

HTMIS | High Tension Magneto Ignition 

System | 사업/계약관리

고압 자석 점화 방식

HTS |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

사업/계약관리

고온 초전도

HTS |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 

사업/계약관리

고온 초전도체

HTSC |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Cable  | 사업/계약관리

고온 초전도 케이블 

HV | High Voltage | 사업/계약관리

고압

HVD | High Velocity Drop | 행정공통

고속 투하

HVT | High Voltage Test | 사업/계약관리

고압 시험

HW | Homing Weapons | 무기체계

유도 무기

IA | Implementing Agency | 사업/계약관리

시행 기관

IA | Implementing Agreement | 정책/제도

이행 협정

IA | Indemnity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보상계약

IA | Information Apove | 사업/계약관리

내용 증명

IA | Information Assurance | 정책/제도

정보 보증

IA | Inherent Availability | 행정공통

고유 가용도

IA | Integrated Architecture | 정책/제도

통합 아키텍처

IA | Interferometer Antenna | 사업/계약관리

간섭계 안테나

IA | Internal Audit | 정책/제도

내부 감사

IA | Internal Auditing | 정책/제도

자체 감사

IA | International Agreement | 정책/제도

국제 협정

IA | Inventory Adjustment | 행정공통

재물 조정

IAI | Immediate Attention Item | 전력지원체계

긴급 품목

IAIO | Immediate Attention Item Opera-

tional | 전력지원체계

긴급 품목운용

IAR | Issue and Receipt | 전력지원체계

불출 및 영수증

IAS | Immediate Air Support | 행정공통

긴급 항공 지원

IAW | Indications And Warning | 행정공통

징후 및 경보

IB | Interior Ballistics | 무기체계

강내 탄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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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 International Bidding | 사업/계약관리

국제 입찰

IBFE | Investment by Foreigners Enterprise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IBFR | Investment by Foreigners Rate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비율

IBFR | Investment by Foreigners Return | 

정책/제도

외국인 투자신고

IBOP |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

정책/제도

국제 수지

IBR | Integrated Baseline Review | 

사업/계약관리

통합 기준선 검토

IBS | Interfund Billing System | 사업/계약관리

상호 자금 청구 시스템

IBT |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기반 기술

IBTS |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기반 기술 표준화

IC | Import Commodity | 사업/계약관리

수입품

IC | Importing Commissions | 사업/계약관리

수입 관련 수수료

IC | Incentiv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유인 계약

IC | Indenture Code | 사업/계약관리

조립 수준 부호

IC | Information Communication | 정책/제도

정보 통신

IC | Inspection Check (Examination, Ins-

pection , Test) | 사업/계약관리

검사

IC | International Consortium | 정책/제도

국제 차관단

IC | Inventory Control | 행정공통

재고 통제

IC | Investment Cost | 사업/계약관리

투자 원가

IC | Investment Cost | 정책/제도

투자비

IC | Invited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도급 계약

IC/OEB | Indirect (Overhead) Cost / 

Overhead Expense Burden | 사업/계약관리

간접비

ICA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사업/계약관리

국제 상사 중재

ICAMS | Integrated Core Architecture Man-

agement System | 정책/제도

통합 핵심 아키텍처 관리체계 

ICBR | International Common Basic Res-

earch | 정책/제도

국제 공동 기초 연구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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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공회의소

ICC | Issue Control Code | 행정공통

불출 통제부호

ICD | Imitative Communication Deception | 

사업/계약관리

모방 통신 기만

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 정책/제도

연동통제문서

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 | 정책/제도

인터페이스 통제문서

ICM |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 

무기체계

개량형 재래식 탄약

ICM | In-country Contract Maintenance | 

사업/계약관리

국내 외주정비

ICP | Inventory Control Point | 사업/계약관리

재고 통제소

ICRAD |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 정책/제도

국제 협력 연구 개발

ICS | International Call Sign | 무기체계

국제 호출 부호

ICV | Infantry Carrier Vehicle | 무기체계

보병 탑승차량

ID | Incremental Development | 정책/제도

점진적 개발

ID | Initial Deposit | 사업/계약관리

초입금

ID | Initial Deposit | 사업/계약관리

최초 계약 지급금

IDC | Interst Difference Comblement | 

정책/제도

이자 차액 보전

IDC | Item Designator Code | 행정공통

품목 명칭 부호

IDEF0 | IDEF0 | 사업/계약관리

Integrategration DEFinition for Function Mod-

eling 0

1970년대 미 공군의 ICAM(Integrated 

Computer-Aided Manufactur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된 기능모델링 방법론이다. 모델링 

대상을 3~6개의 하부요소로 분할하고, 기능의 

입출력과 제어, 호출, 메카니즘을 표기한다.

IE | Indirect Expenses | 사업/계약관리

간접 경비

IE | Individual (Personnel)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개인 장비

IE | Installation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시설 장비

IE | Interoperability Evaluation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소요 평가

IE | Interoperability Evaluation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평가

IED |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 

사업/계약관리

모방 전자 기만

IED |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 

무기체계

모의 전자 기만

IEEE |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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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Engineers | 정책/제도

전기 전자 기술자 협회

IETF |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정책/제도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M | Interactive Electrical Technical 

Manual | 사업/계약관리

전자식 기술 교범

IETR | Individual Equipment Test Req-

uirements | 정책/제도

개별 장비 시험 요구 사항

IF | Intermittent Fault | 행정공통

간헐 고장

IFC | Interim Fixed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중도 확정 계약

IFO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 무기체계

피아식별 장치

IFS | Intelligence Fusion System | 무기체계

정보 융합 체계

IFT |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 

정책/제도

정보 융합 기술

IG | Inertial Guidance | 사업/계약관리

관성 항법

IG | Integrating Gyro | 사업/계약관리

각속도 자이로

II | Identifiable Information | 행정공통

식별 정보

II | Identification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식별 검사

II | Incentive Income | 사업/계약관리

유인 이익

II | Indirect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간접 검사

II | Inventory Inspection | 행정공통

재물 조사

II | Isochronal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등시차 검사

II | Item Identification | 행정공통

품목 식별

IIE | Inside Incidental Expense | 사업/계약관리

내부 부대 비용

IIG | Item Identification Guide | 정책/제도

품목 식별 지침서

IIGN | Item Identification Guide No | 정책/제도

품목 식별 지침서 번호

IIN | Item Identification Number | 정책/제도

품목 식별 번호

IITC | Item Identification Type Code | 

정책/제도

품목 식별 형태 부호

IL | Import License | 사업/계약관리

수입 승인서

IL | Interdiction Line | 행정공통

차단선

IL | International Logistics | 정책/제도

국제 군수

ILC | Indirect Labor Cost | 사업/계약관리

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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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M | Interoperability Level Measurement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수준 측정

ILOP | Investigation Letter on Price | 

사업/계약관리

가격 조사서

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사업/계약관리

종합군수지원

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Plan | 

사업/계약관리

종합군수지원 계획서

ILS |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 

정책/제도

국제 군수 지원

IM | Igloo Magazine | 행정공통

이글루형 탄약고

IM | Import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수입 재료

IM | Indusrial Mobilization | 행정공통

산업 동원

IM | Inertial Moment (Moment Of Inertia) | 

사업/계약관리

관성 모멘트

IM | Interface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IM | Interoperability Model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

IM | Interoperability Model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참조 모델

IM | Inventory Management | 행정공통

재고관리

IM | Item Manager | 사업/계약관리

품목 관리자

IMA | Item Management Agency | 정책/제도

품목 관리 기관

IMC | Indirect Material Cost | 사업/계약관리

간접 재료비

IMC | Item Management Code | 정책/제도

품목 관리 부호

IMD | Inter Magazine Distance | 행정공통

탄약고 간 거리

IMDGM | Infantry Middle Distance Guided 

Missile | 무기체계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IMET |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 정책/제도

국제 군사 교육 훈련

IMF | Inherent Maintenance Factor | 행정공통

고유 정비 인수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행정공통

국제 통화 기금

IMM | Integrated Material Management | 

행정공통

통합 물자 관리

IMM | Integrated Multi-function Main-

tenance | 행정공통

다기능 통합 정비

IMS | Integrated Master Schedule | 

사업/계약관리

통합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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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 Inter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 

정책/제도

국제 측정 표준

IMS |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 | 

정책/제도

국제 군사 학생

IMT | ILS Management Team | 사업/계약관리

종합군수지원 실무 조정 회의

IN | Identification Number | 사업/계약관리

고유 번호

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사업/계약관리

인코텀스

IO | Indirect Offset | 정책/제도

간접 절충 교역

IOC |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사업/계약관리

최초 운영 능력

IOFC | 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 | 행정공통

외자 도입

IOF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

ndardization | 정책/제도

국제 표준화 기구

IOL | Implementation Option List | 정책/제도

구현옵션 목록

IOMO | Issuance Of Mobilization Order | 

행정공통

동원령

IOND |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 정책/제도

국방 정보화

IOP | Improvement of Performance | 

사업/계약관리

성능 개선

IOTAE | Initial Operation Test And Eva-

luation | 정책/제도

초기 운용 시험 평가

IOTAI |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 정책/제도

국정 감사·조사

IOTK-H | Introduction of Technical Know- 

How | 사업/계약관리

기술 도입

IP | Import Process | 사업/계약관리

수입 절차

IP | Industrial Property | 정책/제도

산업 재산권

IP | Information Program | 사업/계약관리

정보 프로그램

IP | Information Protection | 정책/제도

정보 보호

IP | Initial Product | 사업/계약관리

초도 생산품

IP | Intellectual Property | 정책/제도

지식 재산

IP | Intellectual Property | 정책/제도

지적 소유권

IP | Interface Plan | 정책/제도

연동 계획

IP | Interoperability Profile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특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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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Interoperability Profile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프로파일

IP | Investment Project | 정책/제도

투자 사업

IPAPD | 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제품·절차 통합 개발 관리

IPB | Illustrated Parts Breakdown | 전력지원체계

부분품 도해서

IPC | Item Priority Code | 행정공통

품목 우선 순위 부호

IPD | Issue Priority Designator | 행정공통

청구 및 불출 우선 순위

IPF | International Peace Force | 행정공통

국제 평화군

IPMS |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통합 사업 관리 정보 체계

IPR | In Process Review | 사업/계약관리

공정간 검토

IPR | In Process Review | 행정공통

중간 평가

IPR |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정책/제도

지식 재산권

IPT | Integrated Production Team | 

사업/계약관리

사업관리 팀

IPT | Integrated Project Team | 사업/계약관리

통합 사업 관리 팀

IQC |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불확정 수량 계약

IR | Immunity Recognition | 사업/계약관리

면제 승인

IR | Information Resource | 정책/제도

정보 자원

IR | Initial Requirement | 행정공통

초도 소요

IR | Initial Requirements | 사업/계약관리

최초 요구 성능

IR | Initial Requisition | 행정공통

초도 청구

IRAD | In-country Research and Develo-

pment |정책/제도

국내 연구개발

IRGSP |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project | 정책/제도

이차 보전사업

IROAN | Inspect & Repair Only As Nece-

ssary | 행정공통

고장 부분정비

IS | Igloo Space | 행정공통

유개 공간

IS | Indeterminacy Subscription | 

사업/계약관리

불확정 청약

IS | Industrial Standardization | 행정공통

산업 표준

IS | Industrial Standardization | 행정공통

산업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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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 Informality Specifications | 정책/제도

약식 규격서

IS |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정보 시스템

IS |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정보 체계

IS | Initial Signature | 정책/제도

가조인

IS | Initial Supply | 행정공통

초도 보급

IS | Inspection Specialist | 사업/계약관리

검사 전문가

IS | Instructional Simulation | 정책/제도

수업 설계 모의실험

IS | International Standards | 정책/제도

국제 표준

IS | Interoperability Subsection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소요요청 세부항목

IS | Item Sorting | 행정공통

품목 분류

IS&T | Infra-Red Search & Track | 무기체계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ISC | Integrated System Check | 행정공통

통합 점검

ISP | Interoperability Security Plan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확보 계획

ISR | Initial Supply Requirement | 행정공통

초도 보급 소요

IT | Implied Task | 행정공통

추정 과업

IT | Industrial Technology | 행정공통

산업기술

IT | Information Technology | 정책/제도

정보 기술

IT | International Terrorism | 행정공통

국제 테러리즘

IT | Inventory Turnover | 행정공통

재고 회전율

IT 활용 녹색 성장 | IT 活用綠色成長  | 정책/제도 

Green by IT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생산, 물

류 등 기업활동을 혁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

소시키거나, IT 그린 솔루션을 도입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GHG(Green House 

Gas,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정보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 활용분야는 습도·온

도 감지기와 모니터링 시스템 등 IT를 기반으로 

대형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빌딩

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비롯, 직원들의 이

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재

택근무 확대 등이 있다. 

ITAE | Initial Test and Evaluation | 정책/제도

초도 시험 평가

ITAE |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 

정책/제도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ITATCC |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ive Committee | 정책/제도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

ITC | In-country Transporta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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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운반비

ITI |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 

행정공통

산업기술 혁신

ITI | Insurance Type Item | 전력지원체계

보장성 품목

ITO | Invitational Travel Order | 

사업/계약관리

초청 여행 명령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정책/제도

국제 전기통신 연합

IU | Installation Unit | 행정공통

시설 부대

IW | Ideological Warfare | 무기체계

사상전

IW | Information Warfare | 행정공통

정보전

IWE | Installation Work Expenses | 

사업/계약관리

시설 공사비

IWF | Inherent Weakness Failure | 행정공통

고유 결함 고장

JASM |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 무기체계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JASSM | JASSM | 무기체계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주야간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서 F-16 및 F-18등에 장착된다.

JC | Job Costing | 사업/계약관리

개별 원가 계산

JC | Joint Concepts | 행정공통

합동 개념

JC | Joint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공동 계약

JC | Joint Cost | 사업/계약관리

결합 원가

JCCS |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 

무기체계

합동 지휘 통제 체계

JCDS |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 

행정공통

합동 전투 발전 체계

JCOSC | Joint Chiefs Of Staff Council | 

행정공통

합동 참모 회의

JD | Joint Doctrine | 행정공통

합동 교리

JD | Jurisdiction Department | 정책/제도

소관부서

JDAM |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 

무기체계

통합 직격탄

JE | Joint Experimentation | 정책/제도

합동 실험

JI | Joint Investment | 정책/제도

공동 투자

JIT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 정책/제도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JIT | Just In Time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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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시 조달방식

JITC |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 | 

정책/제도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사령부

JL | Joint Logistics | 행정공통

합동 군수

JM&S |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 

정책/제도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JMASP |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Proponent | 정책/제도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검인

JMS | Joint Military Strategy | 행정공통

합동 군사 전략서

JMSIP |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Executive Panel | 정책/제도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실행 패널

JP | Joint Planning | 행정공통

합동 기획

JP | Joint Publication | 행정공통

합동 교범

JPP | Joint Publication-test Pub | 행정공통

합동 교범 초안

JR | Joint Requirement | 행정공통

합동 소요

JRAS | Joint Research and Service | 

정책/제도

공동 연구형 용역

JSAD | Joint Supply and Demand | 

사업/계약관리

공동 수급체

JSCP | Joint Strategic Capabilities Plan | 

행정공통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JSCP | Joint Strategic Capable Plan | 행정공통

합동 전략 능력 기획서

JSOP |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 

행정공통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JSOP |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 

행정공통

합동 중장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JT | Job Training | 정책/제도

직무 향상 교육

JT | Joint Test | 정책/제도

합동 시험

JTCS | Joint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 | 무기체계

합동 전술 통신 체계

JTL | Joint Task List | 행정공통

합동 과제 목록

JTT | Joint Test Team | 정책/제도

합동 시험 팀

JUSMAG-K |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 행정공통

주한 미합동 군사 업무단

JWFFAOC | Joint War Fighting Field Area 

Operation Concept | 무기체계

합동 전장 운영 개념

JWZ | Joint WiFi Zone | 사업/계약관리

공동 와이파이 지역

K1 전차 | K1戰車 |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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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tank

K1전차는 1986년부터 취역한 한국군의 주력전

차이다. 미국의 M1 전차에 바탕을 두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와 생산을 한 전차이다. 승무원

은 4명이고 최고시속 65km, 항속거리 437km

이다. 주포는 105mm 라이플포를 장착하고 있으

며, 7.62mm 동축 기관총 외에 차장석 7.62mm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다. 탄약 적재량은 47발이

다. 전차장용의 조준경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전차장이 목표를 추적하여 포수의 포격을 유도할 

수 있다. K1의 전면 장갑은 초기에는 공간장갑을 

사용하였으나 후에 미국으로부터 복합장갑을 제

공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현대정공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복합장갑을 사용하고 있다. 

엔진은 MTU MB871Ka-501 디젤엔진이 장착되

어 있으며, 이것은 독일의 레오파트 2 전차의 엔

진을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킨 것이다. 현용 디젤

엔진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최고속력은 65km/h 항속거리는 약 500km 정

도이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 | K-10 彈藥運搬裝甲車 |

무기체계

K-10 Ammunition Transport Armored Vehicle

K-9 자주포 특성발휘와 전투지속성 보장 극대

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완전 자동화된 K-10 탄

약운반장갑차를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 사

업분과위원회에서 사업승인(08.5월)후 삼성테크

윈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08.11월). K10탄

운차 야전 추가배치로 우리군의 포병화력 강화는 

물론 수출협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었다.

K11 복합 소총 | K11複合小銃 | 무기체계 

K-11 Objective Individual Combat Weapon

한국군이 사용할 차기소총으로 5.56mm탄과 

20mm 공중 폭발탄 발사가 가능한 복합형소총

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S&T대우, 이오

시스템, 풍산, 환화 등 국내방위산업체들이 개발

에 참여하였다. 200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8년 7월 전투용으로 적합판정을 받았다. 화

력은 기본적인 5.56mm탄과 20mm 공중폭발탄

을 사용하면서 강화되었다. 5.56mm탄은 기존 

K-2소총의 탄창을 공유하며, 20mm탄은 5연발 

탄창을 사용하게 된다. 5.56mm탄과 20mm탄의 

발사는 방아쇠 하나로 가능하며 이는 이중총열을 

가진 다른 소총과 차별화 되는 부분이다.

K11복합형소총은 레이저 거리측정기, 탄도컴퓨

터, CCD(charge-coupled device)카메라, 직

접 관측용 광학장비, 환경감지기, 표적추적장치. 

열영상장비 등의 사격장치를 갖춤으로써 주야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또 기

존 소총과 비교하였을 때 전투사거리를 3배 이상 

늘렸다. K11복합형소총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20mm탄은 공중

폭발, 접촉폭발, 충격지역, 자폭 등 4가지 모드

를 지원한다. 공중폭발은 직사화기로 공격이 어

려운 엄폐물 뒤의 적(敵)을 살상하는데 효과적이

며, 20mm탄이 적의 3~4m 상공에서 폭발하게 

된다.

가격은 1정당 약 1,6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국제 무기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실제로 K11복합형소총의 실전배치가 결정 된 이

후인 2010년 5월 UAE와 첫 수출을 계약이 이

루어졌다. K11 복합형소총은 실전 배치시 K-2/

K201 유탄발사기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분대당 2

정을 보급하고, 나머지 분대원은 일반소총을 보

급하는 형태로 운용할 계획이다. 제작은 S&T대

우에서 담당하고 있다.

K2 전차 | K2戰車 | 무기체계

K2 Tank

K2전차는 일명 '흑표(黑豹)로 불리는 대한민

국 육군의 차기 주력전차로 1995년부터 개발

이 진행되고 있는 전차를 일컫는다. 주요 제원

은 다음과 같다. 승무원: 3명, 전투중량: 55t, 

최대속도: 시속 70Km(포장도로), 50Km(비포

장), 항속거리: 450Km, 잠수도하: 4.1m, 엔

진: 1,500마력 디젤, 주포: 120mm 55구경장 

활강포, 자동장전, 탄약: 40발 적재, 부무장: 

12.7mm/7.62mm 기관총, 주무장은 기존 3.5세

대 전차의 일반적 무장인 55구경장 120mm활강

포를 채택하여 기존 44구경장 120mm 전차포 보

다 관통력을 높였다. 사격통제장치는 4세대 사격

통제장치가 탑재된다. 이 장치는 목표물의 자동

획득 및 자동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특징

이다. 전차 차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포신과 포



625

K

K

탑을 움직여 목표물 조준이 가능하다. 레이저 거

리측정으로 목표물의 거리를 계산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탄도를 예측하여 발사각을 조정하는 탄

도보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포탄의 장전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 도입 되었다. 다른 전차와 데이터

를 공유하면서 통합된 전투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다.

동력계통 장비로 반(半) 능동형 암 내장형 유기

압 현수장치 (ISU: In-arm Suspension Unit)

를 채택했다. 첫 번째 전차 바퀴에는 지형을 감

지하는 감지기를 장착하여 지형 형상을 감지하

고, 뒤 쪽의 바퀴를 지형에 맞게 제어함으로써 

주행 중 차체의 충격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되었

다. 장갑으로 채택된 모듈식은 파손부위 보수가 

편리하고, 신형 장갑으로 보강이 쉽도록 설계 되

었다. 적외선화상경보시스템, 발전된 능동형 연

막탄 발사기, 레이더 및 적외선 스텔스시스템, 

운동에너지탄 방어용 장갑 시스템을 도입 생존성

을 극대화 시켰다. K2전차의 방어력은 기존 K1

전차에 비해 약 2배 가량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

다. 전차의 생산은 현대로템에서 담당하고 있다.

K200 장갑차 | K200裝甲車 | 무기체계

K200 Armored Vehicle

대우중공업(주)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국형 보

병전투차량(KIFV,Korean Infantry Fighting 

Vehicle)개발계획에 따라 독자 개발한 장갑차이다. 

1978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1984년 12월 개

발 종료와 함께 1985년부터 양산을 시작하였

다. K200은 계열차량을 포함해 1998년까지 약 

2,000대가 생산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도 각

종 계열차량 개발과 생산이 계속되고 있다. 1993

년 11월 2일 42대를 시작으로 1995년까지 말레

이시아에 111대가 수출되었으며 승무원은 3명이

고 최대시속 74km, 항속거리 480km, 무장병력 

9명이 탑승할 수 있다.

탑승병력이 차 안에서 사격할 수 있도록 병력실 

양 옆에 2개씩 총구멍(gunport) 4개를설치하였

다. 기본형의 동력장치는 독일 만(MAN)이 개발

한 280마력의 D2848M 8기통 수랭식 디젤기관

과 영국제 T300 반자동변속기로 구성되었지만, 

K200A1은 엔진을 350마력의 D2848MT로, 변

속기를 미국 앨리슨의 X-200-5K 자동변속기로 

교체해 기동력을 강화하였다. 시속 7㎞로 수상주

행도 가능하다. 

무장은 방탄방패로 보호된 포수용 큐폴라에 12.7

㎜ 중기관총 M2 1정과 7.62㎜ 기관총 M60 1정

을 장비하고, 차장용 큐폴라에도 7.62㎜ 기관총 

M60 1정을 장착할 수 있다. 자체 방어를 위해 

차체 앞에 연막탄발사기 6개를 장비하였다. 4.2

인치 박격포 탑재차 K242A1·20㎜ 대공벌컨포 

탑재차 K263A1·구난회수차 K288A1·화생방

(NBC) 정찰차 등이 있다.

K21 장갑차 | K21裝甲車 | 무기체계

K21 Armored Vehicle

K21 보병전투장갑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차기 보

병전투장갑차이다. 개발은 1990년대 초 부터 국

방과학연구소(ADD)와 두산DST가 주축이 되어 

진행되었고 2005년 5월 NIFV(차기보병전투차)

란 이름으로 시제차량이 제작 공개된 이후 연차

적으로 전력화가진행되고 있다. 승무원은 3-9

명이 탑승할 수 있고 주무장으로 분당 300발 발

사가 가능한 40mm 기관포를 장착하였으며, 독

자적 도하(渡河)능력을 갖추기 위해 중량은 25t

으로 설계되었다. , 탄약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

한 운동에너지탄(APFSDS)과 복합기능탄을 사

용할 예정이다. 특히 근접신관을 갖춘 복합탄

의 경우 적 헬기도 위협 할 수 있다. 부무장으로 

7.62mm 공축기관총을 장비하며, 포탑 우측 측

면에 한국형 차세대 대전차미사일 2기를 장비

할 예정이다. 이 미사일은 3세대 대전차유도무

기로 발사 후 목표물 명중까지 별도의 유도가 필

요없다.  장갑은 플라스틱 수지와 강화섬유를 접

합시켜 만든 복합재를 주 재료로 한다. 현수장

치 장착 등을 위한 기본프레임에는 2115알루미

늄 합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합재와 세

라믹 타일을 결합한 복합적층(複合的層) 구조장

갑으로 설계되었다. 이 결과 전면 30mm탄, 측

면과 후면 14.7mm탄, 상부 152mm탄의 공중작

열도 방어 할 수 있게 되었다. 레이저위협 경보

기, 자외선 미사일 경보시스템, 주야간 정밀조준

장치, 피아탐지장치 등도 장비하여 먼저 적을 보

고 격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동력성능은 

25t의 중량에 75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여 높은 

톤당 마력수를 확보하였다. 엔진은 독일 MAN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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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엔진을 개량하여 D2840LXE를 채택했

다. 현수장치는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

용한다. 수상운행 장치는 워터제트 대신 궤도주

행식을 채택하면서 구조 단순화와 중량의 경량화

를 실현하였다. 수상주행시 시속 4~6km의 속도

로 항해 가능하며, 생산은 두산DST에서 담당하

고 있다.

K30 | 무기체계

K30 Biho

30mm자주대공포(비호)의 고유명칭(모델명)이다.

☞ 비호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 K-55用 彈藥運搬裝甲車 | 

무기체계

Ammunition Carrier Armored Vehicle

사거리연장 및 발사속도가 증가되는 K-55A1 자

주포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자주포와 

동일한 기동력, 방호력 및 신속한 지원능력을 보

유한 장갑차이다.

K-9 자주포 | K-9自走砲 | 무기체계

K-9 Self-propelled Artillery

K-9자주포는 북한과 비교하여 열세에 있는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DD주도로 개발

되어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신

형 자주포이다. K-9자주포의 개발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고, 1996년 6월에 시제차량인 ‘XK-9’자

주포가 완성되었다. 승무원은 5명이고 엔진은 독

일산 MTU881 Ka-550 1000마력 디젤엔진을 탑

재하였다. 

K-9자주포의 주무장인 화포는 52구경장에 

155mm이다. 여기에 신형 개량탄을 사용하여 사

거리가 40Km 이상으로 늘어났다. 목표물의 위치

가 파악되면 자동으로 사격제원을 계산하는 탄도

계산기, 계산된 사격제원으로 포를 기동하여 고각

과 방향을 맞추어 사격하도록 하는 장치 등을 갖

추었다. 또 링 레이저 자이로를 이용한 관성항법

장치 MAPS를 장착하여 자동으로 포의 위치와 자

세를 확인 할 수 있다.

급속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 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8발, 1시간 동안 분당 

2~3발 사격이 가능하다 정지상태에서 초탄 발사

시간은 30초, 기동 중에는 60초 이내에 목표물 타

격이 가능하다. K-9자주포는한 목표지점에 고각

(高角)을 달리하여 연속사격 할 수 있어 갱도형태

로 구축된 북한 포진지에 다양한 각도로 효과적인 

포격을 가할 수 있다.

생존성 측면에서 볼 때, K-9자주포는 강판장갑에 

의한 기본방호는 물론, 화생방전을 대비한 보호장

비, 포신온도관리 및 경고장치, 자주포 내부화재 

진화장치, 유압배관 파손시 유압을 차단하는 유압

차단 퓨즈 등도 갖추어 생존성이 높아졌다.

최고속력 60km/h, 항속거리 360km로 K1, K1A1 

전차와 같은 기동력을 가져 K1계열의 전차들과 효

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하다.

한국군은 K-9자주포를 약 1000대를 생산 배치할 

계획이며, 2002년 처음 터키에 수출하기도 하였

다. 제작은 삼성테크윈(주)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

격은 대당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의 무기체계다.

KAMD |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 

무기체계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C | Kill Chain | 행정공통

킬체인

KCFM | Korea Supply Code For Manu-

facturers | 정책/제도

생산자 부호

KCM | Korea Certification Mark  | 정책/제도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DS | Korean Defense Standard | 정책/제도

국방 표준

KDSIS | Korea Defense Standard Infor-

ma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표준 종합 시스템

KEPD 350K | KEPD 350K | 무기체계

KEPD 350K

KEPD 350은 독일과 스페인이 개발한 공대지 순

항미사일이다. 스웨덴의 사브사가 파트너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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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이다.견고화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위

한 모듈식 장거리 미사일 체계 TAURUS KEPD 

350은 현재 독일의 Tornado IDS 그리고 스페

인의 EF-18 전투기에 탑재 운용되고 있으며, 

EUROFIGHTER에 대한 통합이 계획된 상태다.

TAURUS KEPD 350은 고효율성을 자랑

하는 481kg의 듀얼 스테이지 탄두 시스템 

MEPHISTO를 사용하여 적 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초저공 지형-추적 비행을 통한 방공망 관

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무기체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독자적인 지

능형 다목적 신관(PIMPF)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층 계산 및 빈 공간 탐지 기술을 활용하여 표적 

구조물 내의 미리 선정된 층에서 관통자를 폭발

시킬 수 있다.

미사일 제원은 사거리: 500km+,  중량: 

1400kg, 길이: 5m, 탄두: 481k+E76g

KF-16 | KF-16 | 무기체계

KF-16 Fighting Falcon

KF-16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F-16 전투기이

다. 1985년부터 추진된 차세대 전투기 사업(KFP 

사업)으로 진행되어 1차 사업으로 120 대, 2차 

사업으로 20 대 등 총 140대가 도입되었다. 초기

에는 삼성항공이 사업을 맡아 면허 생산하다가 

삼성항공, 대우항공, 현대항공이 통폐합되면서 

새로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넘어갔다.

대한민국은 부품 2500개 정도가 변경되어 국

내 라이센스 생산한 F-16 C/D 블록52 기체에 

KF-16이란 제식 명칭을 사용하였다.

KFB |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 

행정공통

전국 은행연합회

KFS | Korean Flag Ships | 정책/제도

한국 국적 선박

KIDA |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 

정책/제도

한국 국방 연구원

KIL | Korea Identification List | 사업/계약관리

식별자료 목록

KIP | Korean Industry Participant | 정책/제도

국내 참여 업체

KIP | Korean Industry Participant | 

사업/계약관리

참여 국내 업체

KJITC | Korea Joint Interoperability Tec-

hnology Center | 정책/제도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 센터(KJITC)

KLA | Key Logger Attack  | 정책/제도

키로거 공격 

K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정책/제도

한국 인정 기구

KM | Knowledge Management | 정책/제도

지식 관리

KM | Knowledge Map | 정책/제도

지식맵

KM | Knowledge Milage | 정책/제도

지식 마일리지

KML | Key money loaner | 정책/제도

전세금 대부자

KMRS | Knowledge Management related 

System | 정책/제도

지식 관리 관련 체계

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지식 관리 체계

KN | Key Node | 무기체계

핵심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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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C | Kind of Architectural Coatings | 

전력지원체계

건축용 도료의 종류

KOED | Korea Ocean Surve i l lance 

Information System/ Baseline Upgrade 

Evolutionary Development | 무기체계

해군 전술 정보 지원 체계

KOES |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 사업/계약관리

나라 장터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정책/제도

공공 누리 표시 제도

K-PSAM1 | K-PSAM1 | 무기체계

K-PSAM1

휴대용지대공유도무기(신궁)의 고유명칭(모델명)이다.

K-SAM1 | K-SAM1 | 무기체계

K-SAM1

단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마)의 고유명칭(모델명)이다.

KSCM |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정책/제도

한·미 안보 협의회의

KT | Key Terrain | 행정공통

중요 지형 지물

KT | Korea Good Technology | 정책/제도

국산 신기술 인증 마크

KT-1 | KT-1 | 무기체계

KT-1 Woongbi

KT-1은 대한민국의 훈련기로, 대한민국 기술로 

처음 제작한 군용 항공기이다. 전투기 조종사 후

보생들이 기초 조종술을 익히기 위해 활용하는 

훈련기로 사용된다

KUH |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 

무기체계

한국형 기동 헬기

KUH-1 | KUH-1 | 무기체계

Korean Utility Helicopter-1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의 고유명칭(모델)이다.

KVMF | 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 

정책/제도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멧

L&D | Loss & Damage | 행정공통

손망실

L&DR | Loss & Damage Report | 행정공통

손망실 보고서

LA | Level-Of-Repair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수리 수준 분석

LA | Life Assessment | 사업/계약관리

수명 평가

LA | Logical 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논리적 아키텍처

LA | Long-term Agreement | 정책/제도

장기 협약

LABR | Last Acknowledged Badness Rate | 

사업/계약관리

전번 불량률

LAE | Local Autonomous Entity | 행정공통

지방자치단체

LAN | Local Area Network | 사업/계약관리

근거리 통신망

LANB | Launch A New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신규 착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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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C | Leading a Research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선행연구 용역

LB | Life-of-Type Buy | 정책/제도

일괄구매

LBP | Localization Basic Plan | 정책/제도

국산화 기본 계획

LBSNS |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  | 정책/제도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LC | Labor Cost | 사업/계약관리

노무비

LC | Large Construction | 사업/계약관리

대형 공사

LC | Learning Curve | 행정공통

학습 곡선

LC | Local (Domestic) Credit | 사업/계약관리

국내 신용장

LC | Localization Certification | 정책/제도

국산화 인증

LC | Logistic Command | 행정공통

군수 사령부

LC | Long-term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장기 계약

LC | Low Cost | 행정공통

비용 절감

LCC | Life Cycle Cost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비용

LCC | Life Cycle Cost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원가

LCC | Life Cycle Cost | 사업/계약관리

순기 비용

LCC |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 

행정공통

군수 협력 위원회

LCCA | Life Cycle Cost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비용분석

LCCE | Life Cycle Cost Estimate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비 추정

LCCM | Life Cycle Costing Method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비용 계산법

LCF | Low Cycle Fatigue | 행정공통

재질 피로 한계

LCL | Logistics Catalog List | 행정공통

군수 목록

LCLHS | Life Cycle, Life History Strategy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LCM | Life Cycle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관리

LCMS |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 

사업/계약관리

수명 주기 관리체계

LCN | LSA Control Number | 행정공통

군수 지원 분석 관리 번호

LD | Light Destroyed | 행정공통

경파

LD | Localization Development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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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 개발

L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사업/계약관리

라이다

LDC | Logistics Data Check | 행정공통

군수 제원 점검

LDCM | Logistic Data Check Meeting | 

행정공통

군수 제원 점검 회의

LDD |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 행정공통

개발 제한 구역

LDE | Layer Depth Effect | 무기체계

층심도 효과

LDP | Localization Development Plan | 

정책/제도

국산화 개발계획

LE | Logistic Engineering | 행정공통

군수

LE | Logistical Estimate | 행정공통

군수 판단

LF | Last-in First-out | 행정공통

후입 선출법

LF | Logistics Functions | 행정공통

군수 기능

LFB | Long Form BL | 사업/계약관리

정식 선하 증권

LFIF | License for Industrial Fabrication |

정책/제도

제조 허가

LFR | Long-term Force Requirement | 

사업/계약관리

장기 전력 소요 요청서

LFRFB | Loss From Repayment of Foreign 

Borrowing | 사업/계약관리

환차손

LFRP | Long-term Force Requirement 

Paper  | 사업/계약관리

장기 전력 소요 요청서

LFW | Loading Factor Weight | 사업/계약관리

가중치

LG | Letter of Guarantee | 사업/계약관리

화물 선취 보증서

LH | Local Haul | 행정공통

국지 수송

LI | Line Item | 행정공통

항별 품목

LI | Logistic (Munitions) Industry | 행정공통

군수 산업

LIB | Living In Barracks | 행정공통

영내 거주

LIDAR |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사업/계약관리

라이다

LIN | Line Item Number | 행정공통

항별 품목 번호

LIS |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 

사업/계약관리

물류 정보 시스템

LISI |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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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I 모델 | LISI Model | 정책/제도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Model

상호운용성을 정의, 측정하기 위한 절차로써 상

호운용성 성숙도모델, 참조모델, 능력모델, 구현

옵션 목록 등으로 구성된다.

LI/LTM | Long-lead Items/Long-lead Time 

Materiels | 사업/계약관리

장기 생산소요 품목/물자

LL | Lean Logistics | 행정공통

경량화 군수

LL | Leased Line | 전력지원체계

전용 회선

LL | Local L/C | 사업/계약관리

내국 신용장

LM | Labor Mobilization | 정책/제도

근로 동원

LM | Legal Metrology | 정책/제도

법정 계량

LM | Local Manufacturing | 정책/제도

국산화

LM | Logistics Management | 행정공통

군수 관리

LM | Logistics Material | 행정공통

군수 물자

LMIS |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군수 관리 정보 체계

LN | Lot Number | 행정공통

로트 번호

LO | Link-Up Operation | 행정공통

연결 작전

LO | Lubrication Order | 행정공통

주유 명령서

LOA | Letter of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개발 동의서

LOA | Letter Of Agreement | 정책/제도

연구 개발 동의서

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 

사업/계약관리

오퍼

LOA |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 

사업/계약관리

청약 및 수락서

LOA | Letters Of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체계 개발 동의서

LOA | Limitation of Armaments | 행정공통

군비 제한

LOB | Living Outside Barracks | 행정공통

영외 거주

LOC | Letter of Credit | 사업/계약관리

신용장

LOC | Line Of Communications | 행정공통

병참선

LOC | Long-term Option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장기 옵션 계약

LOCN | Line of Code Number | 사업/계약관리

코드 라인 수

LOCOC | Letter of Credit Opening Charges | 

사업/계약관리

신용장 개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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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DA | Logistics Data | 행정공통

군수 제원

LOGREQ | Logistics Requirements | 행정공통

군수 소요

LOI | Letter Of Instruction | 정책/제도

훈령

LOI | Letter Of Intent | 사업/계약관리

구매 의향서

LOMD | List of Move-in Deposit | 정책/제도

관사 입주 보증금

LOR | Letter of Request | 사업/계약관리

오퍼 요청

LOR | Letter of Request | 사업/계약관리

오퍼 요청서

LOSC | Line Of Sight Communication | 

전력지원체계

가시 거리 내 통신

LOSP | Loan Of State Property | 정책/제도

국유 재산의 대부

LOTS | Logistics Over The Shore Oper-

ations | 행정공통

해안 양륙 군수 운용

LOW | Level of War | 행정공통

전쟁 수준

LP | License Production | 사업/계약관리

면허 생산

LP | Loading Plan | 행정공통

탑재 계획

LP | Local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현지 조달

LP | Logistics Planning | 행정공통

군수 기획

LP | Luminescent Paint | 사업/계약관리

발광 도료

LP&P | Logistics Policy And Procedure | 

행정공통

군수 방침 및 절차

LPI | Liquid Penetrant Inspection | 행정공통

형광 침투 검사

LPI | Local Procuring Item | 사업/계약관리

지역 조달품

LPP | Land Partnership Plan | 행정공통

연합 토지 관리계획

LPP | Localization Propel Plan | 

사업/계약관리

국산화 추진 계획

LPS | Lump-sum Purchasing System | 

사업/계약관리

일괄 구매방식

LQ | Logistics Quartermaster | 행정공통

병참

LR | Limited Rights | 사업/계약관리

제한된 권리

LR | Localization Ratio | 사업/계약관리

국산화율

LR | Loss Rate | 정책/제도

손실율

LRAT | Long Range Antisubmarine Torpedo | 

무기체계

장거리 대잠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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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HM | Long Range Hypersonic Missile | 

무기체계

장거리 극 초음속 유도탄

LRP | Leading research project | 사업/계약관리

선행연구 과제

LRU/SRU | Line (Shop) Replacement Unit | 

전력지원체계

교체 가능 품목(구성품/모듈)분류

LS | Likeness Service | 사업/계약관리

유사 용역

LS | Live Simulation | 정책/제도

실기동 시뮬레이션

LS | Logistic Support | 행정공통

군수 지원

LSA | Logistical Support Activity | 행정공통

군수 지원 활동

LSA | Logistics Support Analysis | 행정공통

군수 지원 분석

LSA | Logistics Supportability Analysis | 

행정공통

군수 지원성 분석

LSAMIS | Logistics Support Analysis Mana-

gement Information System | 사업/계약관리

종합군수지원 관리 정보 체계

LSAR | Logistics Support Analysis Record | 

행정공통

군수 지원 분석 기록

LSC | Logistics Support Charge | 사업/계약관리

군수 지원비

LSG | Logistics Support Group | 행정공통

군수 지원단

LSI | Limited Standard Item | 행정공통

제한 표준 품목

LSM | Large Scale Map | 사업/계약관리

대축척 지도

LSOD | Localization Stage of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개발 단계 국산화

LSR | Logistics Situation Report | 행정공통

군수 태세 보고서

LSS | Logistic Support System | 행정공통

군수 지원 체제

LT | Light Torpedo | 무기체계

경어뢰

LTBT | Leading Technique business Team | 

사업/계약관리

선도기술 사업팀

LTC | Long Term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장기 계속 계약

LTE | Long Term Evolution | 행정공통

롱 텀 에볼루션

LTETDD | 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 | 정책/제도

시분할(LTE-TDD)

LWF | Liability with Fault | 정책/제도

과실 책임

M&S | M&S | 정책/제도

Modeling and Simulation

모델링(modeling)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의 합성어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전과정을 과학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가상상황을 

조성하여 각 요소들의 효과를 측정ㆍ평가해 주는 

도구 및 수단을 말한다. 전투체계, 전장환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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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및 인공현상 또는 절차 과정에 대한 물리적, 

수학적 또는 논리적인 표현을 개발하는 모델링과 

모델링의 산출물인 모델을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인 시뮬레이션이란 

단어가 결합된 용어로서 다양한 문제 대한 연구

와 분석수단을 제공한다.

M&S 기반 획득 | M&S 基盤獲得 | 정책/제도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M&S를 활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효율

적 획득관리의 의미로, 획득 전 단계에 M&S기술

을 활용하여 획득체계에 대한 공통의 관점과 절

차적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획득기간, 비

용, 성능 목표를 달성가능하게 하는 과학적인 획

득절차 혁신개념 또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M&S 자원 | M&S 資源 | 정책/제도

Modeling & Simulation Resources

M&S체계, 표준, 서비스, 데이터, 정보자원 저장

소 등 M&S 기반 및 기술을 망라한 일체의 M&S 

관련 유·무형의 지식 및 정보자원을 말한다.

M&S 체계 | M&S 體系 | 정책/제도

Modeling & Simulation System

소요제기, 획득관리, 분석평가 및 훈련에 이르

기까지 M&S기법을 적용하여 과학적인 의사결

정 및 사업관리를 지원하는 유형의 도구(HW 및 

SW 일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훈련, 분석, 획득 

M&S체계로 분류한다.

MA | Maintainability Allocation | 행정공통

정비도 할당

MA | Maintenance Allocation | 행정공통

정비 할당

MA | Managerial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관리 회계

MA | Mandatory Affairs | 정책/제도

위임 사무

MA | Military Aircraft | 무기체계

군용 항공기

MA | Military Administration | 행정공통

군정

MA | Military Adviser | 행정공통

군사 고문

MA | Military Agreement | 행정공통

군사 협정

MA | Military Aid | 정책/제도

군사 원조

MA | Military Alliance | 행정공통

군사 동맹

MA | Multi-beam Antenna | 사업/계약관리

다중 빔 안테나

MAC | Maintenance Action Code | 행정공통

정비 활동 부호

MAC | Maintenance Allocation Chart | 

행정공통

정비 할당표

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 

행정공통

군사 정전 위원회

MAE | Military Aid Equipment | 정책/제도

군원 장비

MAE | Military Aircraft Enterprise | 무기체계

군용 항공기 사업

MAG | Military Advisory Group | 행정공통

군사 고문단

MAG | Military Assistance Groups | 정책/제도

군사 지원 고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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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RP | Medium And Long-term Requ-

irement Paper | 정책/제도

중장기 전력 소요서

MAM | Military Aid Material | 정책/제도

군원 물자

MAM | Moving Average Method | 

사업/계약관리

이동 평균법

MAMC | Material And Materials Cost | 

사업/계약관리

재료와 재료비

MAO | Material Accounting Official | 

정책/제도

물품 출납공무원

MAP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 

정책/제도

군사 원조 계획

MAPAD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Address Directory | 사업/계약관리

군사 지원 프로그램 주소록

MAPMA | Measure Analysis, Parts Measure 

Analysis | 전력지원체계

부품 계측기법

MAS | Modeling And Simulation | 정책/제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사업/계약관리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MASP | Mobile Ammunition Supply Point | 

행정공통

가동 탄약 보급소

MATCA |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 

정책/제도

대민 군사지원

MB | Mortgage Bond | 사업/계약관리

물적 담보

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정책/제도

목표 관리

MBS | Mobile Base Station | 무기체계

이동 기지국

MC | Main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기본 계약

MC | Main Contractor | 사업/계약관리

주계약 업체

MC | Maintenance Categories | 행정공통

정비 구분

MC | Maintenance Concept | 행정공통

정비 개념

MC | Maintenance Cost | 정책/제도

관리비

MC | Maintenance Criterion | 행정공통

정비 기준

MC | Management Catalog | 행정공통

관리 목록

MC | Management Conversion | 행정공통

관리 전환

MC | Manufacturer's Certificate | 

사업/계약관리

제작자 증명서

MC | Materials Cost | 사업/계약관리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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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Military Command (Orders) | 행정공통

군령

MC | Military Convention | 행정공통

전시 규약

MC | Military-Industrial Complex | 행정공통

군산 복합체

MC | Mission Critical | 정책/제도

임무 중요도

MC | Modification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수정 계약

MC | Multichannel Communication | 무기체계

다중 채널 통신

MC | Mutual Consent | 사업/계약관리

담합 행위

MCC | Multi-function Command Console | 

무기체계

다기능 지휘콘솔

MCD | Management Control Data | 

사업/계약관리

관리 통제 자료

MCI | Manager Control Item | 행정공통

관리자 통제 품목

MCOA |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

thiness | 정책/제도

감항 인증서

MCP | Main Contract Proposal | 사업/계약관리

기본 계약 제안서

MCP |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 

행정공통

정비 수집소

MCRFP | Main Contract Request For 

Proposal | 사업/계약관리

기본 계약 제안 요청서

MCS | Machinery Control System | 무기체계

기관 통제 체계

MCS | Monte Carlo Simulation | 행정공통

몬테 카를로 모의 실험

MD | Maintenance Depot | 행정공통

육군 종합 정비창

MD | Major Defect | 사업/계약관리

중(重)결점

MD | Minor Defect | 사업/계약관리

경결점

MD | Minor Deficiency | 정책/제도

경부적합

MD | Mixed Disposition | 행정공통

혼합 배치

MD | Modular Design | 정책/제도

모듈화 설계방법

MD | Mutual Deterrence | 행정공통

상호 억제

MDA | Market Development Ativities | 

정책/제도

시장 개척 활동

MDC | Military Division Code | 행정공통

군 구분부호

MDE | Major Defense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핵심 군사 장비

MDR | Material Deficiency Report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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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결함 보고서

MDR | Meta Data Registry | 정책/제도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MDT | Mean Down Time | 행정공통

평균 불가동 시간

ME | Main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주장비

ME | Material Employer | 정책/제도

물품운용관

ME | Military Education | 행정공통

군사 교육

ME | Military Expense | 정책/제도

군사비

ME | Mission Effectiveness | 사업/계약관리

임무 효과도

ME | Morphing Explosive | 무기체계

가소성 폭약

ME | Multiplier Effect | 행정공통

승수 작용

MEA | Military Executive Agency | 행정공통

군 책임 운영 기관

MEI | Mission Essential Item | 사업/계약관리

임무 필수 품목

MEMS |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 

사업/계약관리

멤스

MEOALB | Medical Experiment on a Living 

Body | 전력지원체계

생체 실험

MEOR | 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 정책/제도

군사 시설 보호 구역

MES | Military Export Sales | 정책/제도

군사 교역 물자 및 용역

MET | Mobile Education Team | 사업/계약관리

이동 교육팀

MF | Maintenance Float | 행정공통

정비 대충 장비

MF | Manifest | 사업/계약관리

화물 적하 목록

MF | Master File | 행정공통

기본철

MF | Military Facility | 행정공통

병영시설

MF | Modernize Facilities | 사업/계약관리

시설 현대화

MF | Multiplier Factor | 행정공통

승수 인수

MFA | MND Functional area | 정책/제도

국방 영역

MFE | Mobilization For Expropriation | 

행정공통

수용 동원

MFN | Military Freight Number | 행정공통

군용 화물번호

MFPA |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 

정책/제도

군사 시설 보호법

MFTE |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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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riser |정책/제도

군용 시설 이전 사업

MFU | Mobilization For Use | 행정공통

사용 동원

MG | Manufactured Goods | 행정공통

공산품

MGIS |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군사 지리 정보 체계

MHE | Material Handling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물자 취급장비

MHI | Manager Handling Item | 행정공통

관리자 취급 품목

MI | Maintenance Inspection | 행정공통

장비 검사

MI | Maintenance Instruction | 행정공통

정비 지시

MI | Management Improvement | 정책/제도

관리 개선

MI | Military Installations | 행정공통

군사시설

MIC |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 

사업/계약관리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MIDS | Multi-function Information Distr-

ibution System(NATO) | 무기체계

다기능 정보 분배 체계

MIL | the Military | 행정공통

군사

MILSBILLS | MILitary Standard Billing 

System | 사업/계약관리

군 표준 대금 청구 시스템

MILSTAMP | Military Standard Transportation 

And Movement Procedures |

사업/계약관리

군 표준 수송 및 이동 절차

MILSTRIP | MILitary STandard Requisitioning 

and Issue Procedures | 행정공통

군 표준 청구 및 불출 절차

MIMS |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 무기체계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

MKBF |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 | 

행정공통

평균 고장간 주행거리

MLA | Multi Line Adapter | 사업/계약관리

다중 선 접속기

MLI | Major Line Item | 사업/계약관리

주요 라인 품목

MLRD | Median Lethal Radiation Dosage | 

행정공통

반 치사 선량

MLRS 대구경 다련장 | MLRS 大口徑多聯將 | 

무기체계

Multiple Luncher Roket System

미국에서 개발한 무기체계로서 고성능 사격통제

장치와 이동식 발사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한 혁신적인 포병무기이며 FMS로 확보하였다.

MLSG | Mobile Logistics Support Group | 

행정공통

기동 군수 지원단

MM | Manufacturing Methods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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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방법

MM | Mass Manufacturing | 사업/계약관리

대량 생산

MM | Material Management | 정책/제도

물자 관리

MM | Material Manager | 정책/제도

물품관리관

MM | Material Mobilization | 행정공통

물자 동원

MM | Materiel Management | 정책/제도

물품관리

MM | Mathematical Model | 정책/제도

수학 모델

MM | Meta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메타 물질

MM | Military Maintenance | 행정공통

군외 정비

MM | Military Map | 행정공통

군사 지도

MM | Military Medicine | 행정공통

군진 의학

MM | Military Mobilization | 행정공통

군사 동원

MME | Map Movement Exercise | 행정공통

도상 기동 연습

MMH | Maintenance Man Hour | 

사업/계약관리

정비 인시수

MMH | Maintenance Man Hours | 행정공통

정비 인시

MMO | Material Managing Official | 정책/제도

물품관리 공무원

MMT | Military Maintenance Training | 

행정공통

군사 보수 교육

MN | Model Number | 전력지원체계

모델번호(형식번호)

MND-AF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 정책/제도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

MND-ARMS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 체계

MND-EA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 정책/제도

국방 아키텍처

MO | Maintenance Order | 행정공통

정비 지시서

MO | Manufacturing Overhead | 사업/계약관리

제조 간접비

MOA | Memorandum Of Agreement | 

정책/제도

합의각서

MOA/MOU | Memorandum of Agreemen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사업/계약관리

협정서/양해 각서

MOC | Method of Compliance | 정책/제도

적합성 검증 방법

MOE | Military Operating Expenses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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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운영비

MOF | Mechanics Of Flight | 무기체계

항공기 역학

MOL | Maximum Operating Limit | 행정공통

최대 작동 한계

MOLR | Map Of Land Register | 행정공통

지적도

MOM | Method of Measurement | 정책/제도

측정 방법

MOP | Measure Of Performance | 정책/제도

성능 척도

MOR | Method Of Resupply | 전력지원체계

보충 보급

MOS |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 행정공통

군사 특기

MOT | Mobilization of Transportation | 

행정공통

수송 동원

MOTNFA |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 정책/제도

국고금 관리법

MOTP | Mobile One Time Password  | 

사업/계약관리

모바일 1회용 비밀 번호 

MP | Maintainability Prediction | 행정공통

정비도 예측

MP | Maintenance Plan | 행정공통

정비 계획

MP | Make Public | 행정공통

공개

MP | Manufacture Price | 사업/계약관리

생산자 공표가격

MP | Mass Production | 정책/제도

양산단계

MP | Master Plan | 행정공통

병영 기본계획서

MP | Measurement Procedure | 정책/제도

측정 절차

MP | Medium-Term Plan | 정책/제도

중기 계획

MP | Messenger Phishing  | 정책/제도

메신저 피싱 

MP | MICA Paint | 전력지원체계

마이카 도료

MP | Military Planning | 정책/제도

군사 기획

MP | Military Policy | 정책/제도

군사 정책

MP | Military Power | 정책/제도

군사력

MP | Mobilization Phases | 행정공통

동원 단계

MP | Mobilization Plan | 행정공통

동원 계획

MP | Movable Property | 전력지원체계

동산

MPC | Mission Phase Code | 사업/계약관리

임무단계 부호

MPDIS | Military Par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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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부품 국산화 정보 체계

MPL | Mass Production Localization | 

정책/제도

양산단계 국산화

MPL | Material Pipe Line | 행정공통

물자 보충 지속량

MPM |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 

사업/계약관리

수리 계획법

MPO | Materiel Possession Objective | 

행정공통

물자 보유 목표

MR | Marine Railway | 무기체계

선가

MR | Marketing research | 사업/계약관리

시장 조사

MR | Materiel Readiness | 행정공통

물자 준비 태세

MR | Materiel Requirements | 행정공통

물자 소요

MR | Military Requirement | 전력지원체계

군사 요구도

MR | Minor Repair | 행정공통

소수리

MR | Mobilization Requirement | 행정공통

동원 소요

MR | Motion Recognition  | 사업/계약관리

동작 인식 

MR | Multi-function Radar | 사업/계약관리

다기능 레이더

MR | Mutual Recognition | 정책/제도

상호 인정

MRA | Manufacturing Readiness Asse-

ssment | 사업/계약관리

제조 성숙도 평가

MRBF | Mean Round Between Failure | 

행정공통

평균 고장간 사격발수

MRC | Multichannel Radio Communication|

무기체계

다중 채널 무선 통신

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 

사업/계약관리

제조 성숙도

MRL |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 

사업/계약관리

제조 성숙도 수준

MRL | Material Requirement List | 행정공통

자재 요구서

MRLS |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 

무기체계

다련장 로켓(MRLS)

MRP |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 

행정공통

자재 소요 계획

MRRL | Materail Repair Requirement List | 

사업/계약관리

해외 물자 수리 요구서

MRRL | 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 

사업/계약관리

자재 수리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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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S |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 행정공통

대량 보복 전략

MRS | Material Repair Schedule | 행정공통

창정비 계획

MS | Maintenance Support | 행정공통

정비 지원

MS | Malicious Software  | 정책/제도

악성 소프트웨어 

MS | Management (Managerial) Skills | 

행정공통

관리 기술

MS | Manufacturing Standard | 정책/제도

작업 표준

MS | Messenger Service | 무기체계

전령 통신 

MS | Military Satellite | 무기체계

군사 위성

MS | Military Service | 정책/제도

병역

MS | Military Staff | 행정공통

참모

MS | Military Supplies | 행정공통

군 보급품

MS | Military Symbol | 행정공통

군대 부호

MS | Military System | 행정공통

군제

MS | Monitoring System | 사업/계약관리

감시 장치

MS | Mutual Support | 행정공통

상호 지원

MSAEP | Maintenance Standardization And 

Evaluation Program | 행정공통

정비 표준화 및 평가 절차

MSAM |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Materiel) | 행정공통

군수품

MSC | Military Sealift Command | 행정공통

미 해상 수송사령부

MSC | Mine Sweeping Ship | 무기체계

소해함

MSCF |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 

사업/계약관리

군납 업체

MSCG | Medical Supply Coordinating Group | 

행정공통

의무 보급 협조단

MSD | Mutual Support Duty | 행정공통

상호 지원 근무

MSE | Mobile Subscriber Equipment | 

무기체계

이동 무선장비

MSIP | Military Strength Investment Pro-

jects | 정책/제도

전력 투자사업

MSIP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정책/제도

미래 창조 과학부

MSM | Military Standard Menu | 전력지원체계

국방 표준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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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U | Meter System of Units | 

사업/계약관리

미터 단위계

MSP | Military Strategy Planning | 정책/제도

군사 전략 기획

MSR | Main Supply Route | 행정공통

주보급로

MSS | Mission Support Site | 행정공통

임무 지원지점

MSS | Multi-level Supply System | 

전력지원체계

다단계 보급 제도

MST | Mobile Subscriber Terminal | 무기체계

이동 무선 단말기

MT | Machine Translation | 사업/계약관리

기계 번역

MT | Magnetic Tape | 정책/제도

자기 테이프

MT | Manufacturing Technology | 행정공통

생산 기술

MT | Microwave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마이크로파 기술

MT | Military Transformation | 정책/제도

군사 변환

MT | Multiplexed Trunk | 무기체계

다중화 간선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 | 

행정공통

평균 고장간 운용시간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s | 

사업/계약관리

고장간 평균 시간

MTBM |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 

행정공통

정비간 평균시간

MTBMA |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Actions | 행정공통

평균 정비 조치 간 시간

MTBOL |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정책/제도

복합 운송 선하증권

MTC | Military Type Certificate | 정책/제도

형식 인증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정책/제도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TD | Maintenance Task Distribution | 

행정공통

정비 업무 분포도

MTL | Materiel(Goods) | 정책/제도

물자

MTO | Mission Type Order | 행정공통

임무형 명령

MTP | Metallic Type Paint | 행정공통

메탈릭계 도료

MTR |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 

정책/제도

군사 기술 혁신

MTRP | Middle Term Requirement Paper | 

정책/제도

중기 전력 소요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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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 | Mobile Training Team | 사업/계약관리

이동 훈련팀

MTTF | Mean Time To Failure | 행정공통

평균 수리시간

MTTR | Maximum Time To Repair | 행정공통

최대 수리 시간

MTTR | Mean Time To Repair | 사업/계약관리

수리간 평균시간

MV | Mobile Virtualization | 사업/계약관리

모바일 가상화

MW | Mechanical Working | 사업/계약관리

기계 가공

MWO | Modification Work Order | 

사업/계약관리

수정 작업명령

N2 도표 | N2 Chart | 사업/계약관리

N square chart

N2 차트는 기능적/물리적 인터페이스를 분석하

기 위한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으로 가로, 세로가 

N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고정된 틀로 작성된

다. N개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N×N 매트

릭스를 작성해야 하며, N개의 기능은 매트릭스의 

대각선 상에 위치한다. 나머지 (N×N-N)개의 의 

셀에는 인터페이스 출력과 입력이 표현된다. N2 

차트의 주 기능 중 하나는 개발주기 후반에 시스

템통합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능 사

이에 생길 수 있는 상충영역을 검토하는 것이다.

NA | Net Amount | 정책/제도

순 판매 가격

NA | Nonlethal Agent | 무기체계

비살상 작용제

NA | Nonstandard Article | 사업/계약관리

비표준 물자

NA | Normal Attrition | 사업/계약관리

정상적 감손

NAIN | None Approved Item Name | 

정책/제도

비지정 품명

NA, OA | Non-directional Antenna, Omn-

idirectional Antenna | 전력지원체계

무지향성 안테나 

NASA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정책/제도

미국 항공우주국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정책/제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VSTAR |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 무기체계

시간 및 거리 항법 위성

NBG | Naval Beach Group | 행정공통

상륙 지원단

NBP | New Business Plan | 정책/제도

신규 사업 계획서

NC | Nano Computer  | 사업/계약관리

나노 컴퓨터 

NC | New Code | 사업/계약관리

신규 부호

NC | Node Controller | 무기체계

노드 통제기

NC | Nomenclature Code | 정책/제도

품명 부호

NC | Non-Operating Cost | 정책/제도

비경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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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 Nonrecurring Costs | 사업/계약관리

비순환 비용

NC | Nonrepayable Credits/Loans | 

사업/계약관리

재지급 불가 차관 및 대출

NCBC | 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 

사업/계약관리

국가 부호국 부호

NCDS | Network Centric Data Strategy | 

사업/계약관리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공유전략

NCES | Network Centric Enterprise Service |

사업/계약관리

네트워크 중심 전사적 서비스

NCL | National Contract Law | 사업/계약관리

국가 계약법

NCOE | Network Centric Operating 

Environment | 행정공통

네트워크 중심 전장환경

NCS | NATO Codification System | 

사업/계약관리

나토 목록 제도

NCT | National Core Technology | 정책/제도

국가 핵심 기술

NCV | Net Case Value | 사업/계약관리

순 케이스 금액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 행정공통

네트워크 중심전

NDAOBP | National Defense Apportionment 

of Budget Plan | 정책/제도

국방 예산배정 계획서

NDB | National Defense Budget | 정책/제도

국방 예산

NDB | National Defense Budgeting | 정책/제도

국방 예산서

NDCFE | National Defense Call for Estim-

ates | 정책/제도

국방 예산요구서

NDCSL | National Defense Common Sup-

plies List | 행정공통

국방 공통 보급품 목록

NDE | National Defense Expenses | 정책/제도

국방비

NDI | National Defense Industry | 정책/제도

국방 공업

NDI | Non Destructive Inspection | 행정공통

비파괴 검사

NDIS |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정보 체계

NDO | National Defense Objective | 정책/제도

국방 목표

NDP | National Defense Planning | 정책/제도

국방 기획

NDP | National Defense Policy | 정책/제도

국방 기본 정책서

NDP | National Defense Policy | 정책/제도

국방 정책

NDS | National Defense Software | 정책/제도

국방 소프트웨어

NDS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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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국방 규격서

NDSAT |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 정책/제도

국방 과학 기술

NDST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Type | 

정책/제도

국방 규격의 종류

NDSU |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Unit | 

정책/제도

국방 규격품

NDTI |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 정책/제도

비파괴 시험 및 검사

NDWB | National Defense Wartime Bud-

geting | 정책/제도

국방 전시 예산서

NDWPP | National Defense Wartime Policy 

Paper | 정책/제도

국방 전시 정책서

NE | Non Expendable | 전력지원체계

비소모성 품목

NE | Non-common Equipment | 행정공통

비공통 장비

NE | Nonstandard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비표준 장비

NEP | Net Exports Price | 정책/제도

순수출 가격

NF | Nano Fiber | 사업/계약관리

나노 섬유

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 

사업/계약관리

근거리 무선통신 

NG | Nonpersistent Gas | 전력지원체계

비지속성 가스

NI | New Item | 사업/계약관리

신규 품목

NI | Non-Battle Injury | 행정공통

비전투 손실

NI | Nonstandard Item | 정책/제도

비표준 품목

NI | Nuisance Intrusion | 행정공통

소음 침투

NIN | National Integrated Network  | 

정책/제도

국가 통합망 

NISI |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 

정책/제도

국가 정보 보호 지수 

NL | Negotiation LC | 정책/제도

매입 신용장

NLL | Northern Limit Line | 정책/제도

북방 한계선

NLW | Non-lethal Weapon | 무기체계

비살상 무기

NM | Nautical Mile | 행정공통

해리

NMC |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 

정책/제도

비영리 법인

NMCRL | NATO Master Cross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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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 사업/계약관리

나토 상호 색인 목록

NNSN | Non National Stock Number | 

행정공통

비목록품록

NO | New Operator | 사업/계약관리

신규 사업자

NO | New Organization | 사업/계약관리

신규 단체

NOA | Notice of Acceptance | 사업/계약관리

발주 통보서

NOE | Non Organizational Equipment | 

행정공통

비편제 장비

NOQ | Notice of Quotation | 사업/계약관리

견적 수락서

NORD | Number Of Recurring Demand | 

사업/계약관리

수요 빈도

NORFS | Not Operationally Ready For 

Supply | 전력지원체계

보급 대기 불가동

NOT | Notice of Tender | 사업/계약관리

입찰공고

NP | National Project | 정책/제도

국책 사업

NPMSA |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pecial Account | 정책/제도

국유 재산 관리 특별 회계

NPSL | National Public Service Law | 정책/제도

국가 공무원법

NPW | National Policy Work | 정책/제도

국가 정책 사업

NRC | Non Recurring Cost | 행정공통

비반복 발생비용

NRD | Nonrecurring Demand | 전력지원체계

비순환 수요

NRE | New Regeneration Energy  | 행정공통

신재생 에너지 

NRI | Networked Readiness Index  | 정책/제도

네트워크 준비 지수 

NRIAS | Not Repairable Item At Station | 

전력지원체계

기지 수리 불가능 품목

NRL | Negotiation Restricted LC | 정책/제도

매입 지정 신용장

NS | National Standard | 정책/제도

국가 표준

NS | Negotiation Strategy | 사업/계약관리

협상 전략

NS | Nonaligned State | 정책/제도

비군사적 위협

NS | Non-Memory Semiconductor | 

전력지원체계

비메모리 반도체 

NS | Nonstandard Service | 사업/계약관리

비표준 서비스

NS | Non-weapon System | 전력지원체계

비무기 체계

NSC | NIIN Status Code | 정책/제도

재고번호 상태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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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GI | National System For Geospatial 

Intelligence | 전력지원체계

국립 지리 정보 체제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정책/제도

핵 공급 그룹

NSL | Nonauthorized Stockage List | 

전력지원체계

비인가 저장 품목

NSN | National Stock Number | 사업/계약관리

국가 재고 번호

NT | Nano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나노 기술

NT | Nonaggression Treaty | 정책/제도

불가침 조약

NT | Nonconformity Test | 정책/제도

부적합 시험

NTE | National Treasury Equipment | 행정공통

국고 장비

NTLBA |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 | 사업/계약관리

국고 채무 부담 행위

NTQS |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 정책/제도

국가 기술 자격 제도

NVD | Night Vision Device | 무기체계

야시 장비

O&MC | Operation & Maintenance Costs | 

사업/계약관리

운영 및 정비 원가

OA | Objectives Architecture | 정책/제도

목표 아키텍처

OA | Obligation Authority | 사업/계약관리

채무이행승인서(지불의무권한)

OA | Offset Assets | 정책/제도

절충 교역 자산

OA | Operational Architecture | 정책/제도

업무아키텍처

OA | Operational Architecture | 정책/제도

운용 구조

OA | Operational Art | 행정공통

작전술

OA | Operational Assessment | 정책/제도

운용성 확인

OA | Operational Availability | 사업/계약관리

운용 가용도

OA | Ordering Agency | 사업/계약관리

발주기관

OA | Over Assets | 사업/계약관리

과보유 자산

OACC |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 정책/제도

기타 감항 인증 기준

OAF | Operation Allocation Factor | 행정공통

운영 배당량

OAMC |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 

행정공통

운영 유지비

OAMD | Operation And Maintenance Data | 

사업/계약관리

운영 유지 자료

OAMR | Operational And Maintenanc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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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ement | 행정공통

운영 및 정비 소요

OAS | Office Automation System | 

전력지원체계

사무 자동화

OASIS | Optimal Allocation of Spares Initial 

Support | 전력지원체계

동시 조달 수리 부속 소요 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OB | Ocean BL | 사업/계약관리

해양 선하 증권

OB | Official Book | 정책/제도

공부

OB | Order BL | 사업/계약관리

지시식 선하 증권

OB | Original Budget | 사업/계약관리

본조(본조달 예산)

OB/ND | Original Budget/National Debt | 

사업/계약관리

본조 및 국채

OBP | Oil Base Paint | 정책/제도

유성 도료

OBS |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 

사업/계약관리

조직 분할구조

OBSOA | Omnibus Billing Statement of 

Account | 사업/계약관리

재분류 추가 대금 청구서

OC | Onerous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유상 계약

OC | Operating Cost | 사업/계약관리

운영 원가

OC | Operation Concept | 행정공통

작전 개념

OC | Operational Control | 행정공통

작전 통제

OC | Operations Command | 행정공통

작전사

OC | Opportunity Cost | 정책/제도

기회 비용

OC | Optical Communication | 전력지원체계

광통신

OC | Organic Coatings | 사업/계약관리

유기 도료

OC | Outsourcing Contract | 행정공통

외주 계약서

OCD | Operational Concept Description | 

전력지원체계

운용 개념 기술서

OCE | Officer Conducting Exercise | 행정공통

훈련 지휘관

OCOFBFF | Operation Concept Of Force 

Battle Field Function | 행정공통

군 전장 기능별 운영 개념

OCP | Off Carrier Position | 행정공통

사하 지점

OCP | Offset Counter Proposal | 정책/제도

절충 교역 대안

OCR | On Call Resupply | 행정공통

요청 재보급

OD | Offer Date | 사업/계약관리

오퍼 발행일



650

O

OD | Operating Doctrine | 행정공통

운용 교리

OD | Originality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독자 개발

ODC | 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 

정책/제도

미 국방 협력사무소

ODD | Optical Disk Drive  | 사업/계약관리

광디스크 드라이브 

ODOAF | Overseas Deployment Of Armed 

Forces | 행정공통

해외 파병

ODP | Outcountry Direct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국외 직구매

ODP | Outline Development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략 연구개발 계획서

OE | Offset Evaluation | 정책/제도

절충 교역 평가

OE | Operating Evaluation | 사업/계약관리

운영 평가

OE | Operational Environment | 행정공통

운용환경

OE | Organizing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구성 장비

OE | Outcome Evaluation | 행정공통

성과 평가

OEA | Operating Evaluation A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운영 평가 분석

OED | Offer Expiration Date | 사업/계약관리

오퍼 유효기간

OFC | Optical Fiber Cable | 전력지원체계

광 케이블

OFI | Organic Function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관능 검사

OG | Optical Gyroscope | 사업/계약관리

광학 자이로스코프

OH | On Hand | 행정공통

재고 보유량

OL | Operating Level | 행정공통

운용 수준

OL | Operation Level | 행정공통

운영 수준

OM | Ocean Manifest | 사업/계약관리

선박 적하목록(선박 적재목록)

OM | Operating Maintenance | 행정공통

수시 정비

OM | Operational Mobilization | 행정공통

작전 동원

OM | Organizational Maintenance | 

전력지원체계

부대 정비

OM | Out-country Maintenance | 

사업/계약관리

국외 외주 정비

OMOA |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 

정책/제도

절충교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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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OA |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 

정책/제도

절충교역 합의 각서

OMOAC | OFF-SET Memorandum of Agr-

eement condition | 정책/제도

절충교역 합의 각서 조건

OMOU | Offset Memorandum of Underst-

anding | 정책/제도

절충교역 양해 각서

OMSP | Operational Mode Summary/

Mission Profile | 정책/제도

운용 형태 요약/임무 유형

OO | Operation Objective | 행정공통

작전 목표

OO | Operation Order | 행정공통

작전 명령

OO | Ouside Order | 행정공통

외주

OOB | Order of Battle | 행정공통

전투 서열

OOG | Organization Of Ground | 행정공통

지면 편성

OOS | Observation of Situation | 행정공통

상태 감시

OOWEF | Organization Of Warfare Exp-

editionary Force | 행정공통

해외 파견 부대 편성

OP | Official Price | 사업/계약관리

공정 가격

OP | Official Price | 사업/계약관리

공정 가액

OP | Offset Proposal | 정책/제도

절충 교역 제안서

OP | Onetime Purchase | 사업/계약관리

일시 구매

OP | Operation Phasing | 행정공통

작전 단계화

OP | Operation Plan | 행정공통

작전 계획

OP | Operation Plan | 행정공통

작전 기획

OP | Ordering Period | 사업/계약관리

주문 기간

OP | Outline Plan | 사업/계약관리

개략 계획서

OP | Overlap Photograph | 무기체계

중첩 사진

OPG | Offset Program Guidelines | 정책/제도

절충교역 지침서

OPSEC | Operation Security | 행정공통

작전 보안

OQ | Operational Quantity | 행정공통

운영량

OR | Official Residence | 정책/제도

관사

OR | Offset Rate | 정책/제도

절충교역 비율

OR | Offset Requirements | 정책/제도

절충교역 협상 대안

OR | Offset Requirements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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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협상 방안

OR | Operating Requirement | 행정공통

운영 소요

OR | Operations Research | 행정공통

운영 분석

ORC | Operational Requirement Control | 

행정공통

작전 소요통제

ORD |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 

정책/제도

운용 요구서

ORE | Operations Research Evaluation | 

사업/계약관리

운영분석 평가

ORF | Operational Readiness Float | 행정공통

운영 대충 장비

ORFP | Offset Request for Proposal | 

정책/제도

절충교역 제안 요청서

ORP | Oranization Repair Parts | 전력지원체계

부대 수리 부속품

OS | Operational Sustainability | 행정공통

작전 지속 능력

OS | Operationl Sustainment | 행정공통

작전 지속

OS | Optical System | 무기체계

광학계

OS | Orbit of Satellites | 무기체계

인공 위성궤도

OS | Organization Standard | 정책/제도

단체 표준

OS | Organizational Supply | 행정공통

편성 부대 보급

OSC | Open Sales Case | 사업/계약관리

진행중인 판매 케이스

OSD | Open System Design | 정책/제도

개방형 시스템 설계

OSL | Optimum Stockage Level | 행정공통

적정 재고 수준

OSR | Over Standardized Repair | 행정공통

계단 초과 정비

OST | Order And Shipping Time | 

사업/계약관리

발주 및 수송시간

OT | Operational Test | 정책/제도

운용 시험

OT | Optical Tracking | 사업/계약관리

광학 추적

OT | Overseas Training | 정책/제도

국외 교육

OT&E |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 

정책/제도

운용시험 평가

OTIO | One Time Inspection Order | 행정공통

일시 검사

OV | Offset Value | 정책/제도

절충 교역 가치

OV | Operational View | 정책/제도

운용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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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 | Overpressure Valve | 행정공통

역류 방지 밸브

OVA| Operational View Architecture | 

정책/제도

운용관점 아키텍처

OWMS | On-Nara Working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온나라 업무 관리 시스템

OXC | Optical Cross Connect | 무기체계

광 회선 분배기

P, IEC | Payment,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 사업/계약관리

대가 지급

P&CI | Price & Cost information | 

사업/계약관리

가격 정보

PA | Partner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계약 상대자

PA | Performance Audit | 정책/제도

업무 감사

PA | Performing Activity | 사업/계약관리

업무 수행 활동

PA | Personal Authentication | 행정공통

개인 인증

PA | Physical Architecture | 정책/제도

물리적 아키텍처

PA | Plan Adjustment | 정책/제도

계획 조정

PA | Planned Amount | 사업/계약관리

계획 금액

PA | Preventive Action | 정책/제도

예방 조치

PA | Price Analysis | 정책/제도

가격 분석

PA | Project Agreement | 정책/제도

사업 협정

PA | Public Assets (State Property) | 

정책/제도

공유 재산

PAAD | Price And Availability Data | 

사업/계약관리

가격 및 가용성 자료

PAC | Primary Address Code | 정책/제도

주요 특성 항목 부호

PACI | Price And Cost Investigation | 

사업/계약관리

가격 조사

PAP | Prepaid Advance Payments | 

사업/계약관리

선금

PAT | Production Acceptance Test | 정책/제도

생산 수락시험

PB | Payment Bill | 사업/계약관리

대금 지급 청구서

PB | Performance Bond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이행 보증금

PB | Performance Bond | 사업/계약관리

이행 보증금

PB | Planned Budget | 정책/제도

계획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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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 Planned Balance | 정책/제도

계획 잔액

PB | Postponement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순연 사업

PB | Power Blogger  | 정책/제도

파워 블로거 

PB | Product Baseline | 정책/제도

생산 기준

PB | Product Baseline | 행정공통

제품 기준

PB | Property Book | 행정공통

재산 대장

PB | Provisional Budget | 정책/제도

가예산

PB | Purchase Budget | 사업/계약관리

구매 예산

PBFA | Procurement By Formal Advertising | 

사업/계약관리

일반 경쟁 계약

PBI | Parts Basic Intelligence | 정책/제도

부품 기본정보

PBL | Performance Based Logistics | 

사업/계약관리

성과 기반 군수지원

PBLC | Procurement By Limited Com-

petition | 사업/계약관리

제한 경쟁 계약

PBN | Procurement by Negotiation | 

사업/계약관리

수의 계약

PBNC | Procurement By Nominated Com-

petition | 사업/계약관리

지명 경쟁 계약

PBR | Percent Of Base Repair | 전력지원체계

기지 수리율

PBR | Pure basic research | 정책/제도

순수 기초연구

PBS |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 정책/제도

기획 계획 예산 제도

PBT | Planned Business Trip | 정책/제도

계획 출장

PBTT |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 

정책/제도

기술 도입 생산

PC | Procurement (Contract) Cycle | 

사업/계약관리

조달 주기

PC | Package Codes | 정책/제도

포장 단위 부호

PC | Part Code | 사업/계약관리

부품 코드, 품목 코드

PC | Partial Costing | 행정공통

부분 원가계산

PC | Particular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단독 계약

PC | Parts Cost | 사업/계약관리

부분품비

PC | Personal Computers | 행정공통

개인용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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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 Plural Competition | 행정공통

복수 경쟁

PC | Port Capacity | 행정공통

항만 능력

PC | Pre-Estimated Cost | 사업/계약관리

사전 원가

PC | Process Chart | 사업/계약관리

공정 도표

PC | Process Costing | 사업/계약관리

종합 원가 계산

PC | Production Capacity | 행정공통

생산 능력

PC | Production Costs | 사업/계약관리

제조 원가

PC | Proposal Code | 사업/계약관리

건의 부호

PC | Prototype Company | 정책/제도

시제업체

PC | Purchas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구매 계약서

PC&LC | Particular Contract & Long-Term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단기계약 및 장기계약

PCA |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 

사업/계약관리

물리적 형상 확인

PCA | Pre-Estimated Cost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사전 원가계산

PCA | Product Cost Accounting | 사업/계약관리

제품 원가 계산

PCAT | Public Charge And Tax | 사업/계약관리

제세 공과금

PCC | Packaging Category Code | 정책/제도

포장 분류 기호

PCC | Pre-Estimated Cost Control | 

사업/계약관리

사전 원가관리

PCCN | Provisioning Contract Control 

Number | 전력지원체계

보급 계약 관리 부호

PCD | Production Capacity Document | 

정책/제도

생산 능력 판단서

PCF | Prototype Cooperative Firm | 정책/제도

시제 협력업체

PCI |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 

사업/계약관리

제품 형상  정보

PCO | Procuring Contracting Officer | 

사업/계약관리

조달 계약 담당관

PCS |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 

전력지원체계

개인 휴대 통신 시스템

PCS | Prerequisite Core Skill | 정책/제도

선행 핵심기술

PCSB | Prerequisite Core Skill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선행 핵심기술 사업

PCT | Piezo Ceramic Technology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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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전 세라믹 기술 

PCW | Property Control Work | 정책/제도

관재 업무

PD | Percent Defective | 행정공통

불량률

PD | Planning Directive | 행정공통

계획 지시

PD | Power Distributor | 사업/계약관리

배전기

PD | Preliminary Design | 사업/계약관리

기본 설계

PD | Preliminary Design | 사업/계약관리

예비설계(기본설계)

PD | Procurement Directive | 사업/계약관리

조달 지시

PD | Procurement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구매 서류

PD | Production Data | 행정공통

생산 제원

PD | Protective Device | 전력지원체계

보호 장치

PD | Purchase Description | 사업/계약관리

구매 명세서

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 | 

전력지원체계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DE | Professional Degree Education | 

사업/계약관리

전문 학위교육

PDEC | 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Cycle | 행정공통

계획, 결심, 시행 주기

PD/I | Personal Data/Information | 행정공통

개인 정보

PDM | Physical Data Model | 정책/제도

물리적 데이터 모델

PDM | Product Data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제품 정보 관리

PDM | Programmed Depot Maintenance | 

행정공통

기계획 창 정비

PDM | Prototype Depot Maintenance | 

정책/제도

시제품 창정비

PDO | Public Data Open | 전력지원체계

공공데이터 개방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 

사업/계약관리

기본 설계 검토

PDR | Preliminary Design Review | 

사업/계약관리

예비설계 검토

PDVI | Planned Demand Value Item | 행정공통

계획 수요 품목

PE | Parametic Estimation | 정책/제도

모수 추정법

PE | Parametric Estimation | 무기체계

매개변수 추정

PE | Parametric Estimation | 정책/제도



657

P

P

파라메트릭 추정법

PE | Piston Engine | 행정공통

피스톤 엔진

PE | Preliminary Evaluation | 정책/제도

사전 평가

PE | Professional Education | 정책/제도

전문 교육

PE | Propulsive Efficiency | 사업/계약관리

추진 효율

PE | Provisonal Efficiency | 정책/제도

잠정 효율

PEAFOM | Processing Expenses Arising 

From Outside Manufacturer | 사업/계약관리

외주 가공비

PEFSC | Protective Equipment For Secret 

Codes | 무기체계

암호 장비

PEM | Production Engineering Measure | 

행정공통

생산 기술 측정

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 사업/계약관리

퍼트

PES | Proposal Evaluation Staff | 

사업/계약관리

제안서 평가 위원

PES | Proposal Evaluation Standard | 

사업/계약관리

제안서 평가 기준

PF | Permanent Fault | 사업/계약관리

고정 고장

PFCSS | Principle for Combat Service Su-

pport | 행정공통

전투 근무지원 원칙

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s | 정책/제도

민간 자본활용

PFR | Price Fluctuation Rate | 사업/계약관리

물가 변동률

PG | Planning Guidance | 행정공통

계획 지침

PG | Prototype Goods | 정책/제도

시제품

PG | Public Goods | 정책/제도

공공재

PHAS | Packaging Handling And Storage | 

정책/제도

포장 취급 및 저장

PHS&T | 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 정책/제도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PI | Performance Indicator | 행정공통

성과 지표

PI | Performance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기능 검사

PI | Performance Inspection | 정책/제도

기술 검정

PI | Preflight Inspection | 전력지원체계

비행 전 검사

PI | Prescription Item | 사업/계약관리

시효성 품목

PI | Price Index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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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

PI | Process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공정 검사

PI | Prototype Inspection | 정책/제도

시제품 검사

PI | Public Institution | 사업/계약관리

공공 기관

PIC | Price Indicator Code | 사업/계약관리

단가 구분 부호

PIC | Priority Indicator Code | 정책/제도

우선 순위 지시부호

PID | Packet Identifier | 정책/제도

패킷 식별 기호

PII |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 

행정공통

개인 식별 정보 

PIM |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 

정책/제도

개인 정보 관리

PIMS |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ystem | 정책/제도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PIN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 

행정공통

개인 식별 번호

PIN | Purchase Information Network | 

사업/계약관리

구매 정보망

PIP | Product Improvement Program | 

사업/계약관리

성능 개량

PIPB | Product Improvement Program bu-

siness | 정책/제도

성능 개량사업

PIS | Payment In Substitutes | 사업/계약관리

대물 변제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 정책/제도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PL | Part Localize | 정책/제도

부품 국산화

PL | Prescribed Load | 행정공통

규정 휴대량

PL | Public Land | 정책/제도

공유지

PL | Public Loan | 정책/제도

공채

PLAE | Production look alike environment | 

정책/제도

생산 유사환경

PLC | Project Life Cycle | 정책/제도

사업 수명주기

PLDs | PLDs | 정책/제도

Programmable Logic Devices

프로그램이 가능한 논리소자로써 설계자에 의해 

궁극적인 기능이 결정되는 디지털 소자들의 집합

체를 말한다.

PLL | Prescribed Load List | 행정공통

규정 휴대량 목록

PLT | Procurement Lead Time | 사업/계약관리

조달 소요 시간(조달 리드 타임)

PLT | Production Lead Time | 사업/계약관리

생산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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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C | Port Loading and Unloading Costs | 

사업/계약관리

하역비

PM | Partial Mobilization | 정책/제도

부분 동원

PM | Patriot Missile | 무기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

PM | Perform Manager | 정책/제도

수행 책임자

PM | Performance Management | 정책/제도

성과 관리

PM | Physical Model | 사업/계약관리

물리 모델

PM | Planning Memorandum | 행정공통

계획 각서

PM | Process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공정 관리

PM | Process Model | 정책/제도

과정 모델

PM | Project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사업관리

PM | Project Manager | 사업/계약관리

사업 관리자

PM | Purchase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구입 재료

PMA | Project Management Agency | 

정책/제도

사업관리 기관 및 부서

PMB |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 

정책/제도

성과 관리 기준선

PME |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 

정책/제도

전문 군사교육

PMEL |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Laboratory | 행정공통

정밀 측정 시험소

PMI |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 

무기체계

상호 간섭방지

PMN | Parts Management Number | 정책/제도

부품 관리번호

PMN | Prototype Model Number | 정책/제도

시제 모델번호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 | 

사업/계약관리

사업 관리단

PMO | Project Management Officer | 

사업/계약관리

국외 사업 현장 감독관

PMO |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 

정책/제도

사업관리 기관

PMR | Program Management Review | 

사업/계약관리

사업관리 검토

PMRA |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성과 측정

PMS |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성과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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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 | Planned Maintenance System | 

행정공통

계획 정비 제도

PMS | Planning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기획 관리 체계

PN | Part Number | 정책/제도

부품번호

PNPS | Permanent NBC Protection Shelter | 

무기체계

영구형 화생방 대피호

PO | Planning Order | 정책/제도

기획 명령

PO | Project Officer | 정책/제도

과제 담당관

PO | Purchase Order | 사업/계약관리

구매 주문서

POC | Provision of Clue | 정책/제도

단서조항

POD | Payment on Delivery | 사업/계약관리

인도시 대금 지불조건

POD | Place Of Delivery | 사업/계약관리

납지

POE/SPOE | Port (Sea Port) Of Embarkation | 

행정공통

탑재 항만

POM | Prepositioning Of Materiel | 행정공통

사전 비축

POM | Principle Of Measurement | 정책/제도

측정 원리

POP | Perceiption Of Profit | 사업/계약관리

수익의 인식

POW | Principle Of War | 행정공통

전쟁 원칙

PP | Parallel Process | 사업/계약관리

병렬 처리

PP | Partial Payment | 전력지원체계

부분급

PP | Performance Price | 사업/계약관리

실적 가격

PP | Phaseout Planning | 사업/계약관리

도태 계획

PP | Policy Planning | 정책/제도

정책 기획

PP | Powder Paint | 전력지원체계

분체 도료

PP | Prearranged Price | 사업/계약관리

예정 가격

PP | Preplanned Project | 정책/제도

기계획 사업

PP | Procurement Plan | 사업/계약관리

조달 계획

PP | Producer Price | 사업/계약관리

생산자 가격

PP | Production Performance | 행정공통

생산 실적

PP | Production Planning | 행정공통

생산 계획

PP | Production Process | 행정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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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정

PP | Progress Payments | 사업/계약관리

중도금

PP | Project Plan | 사업/계약관리

사업 계획

PP | Proper Parties | 정책/제도

적격 당사자

PP | Provisions Plan | 행정공통

비축 계획서

PP | Purchase Plan | 사업/계약관리

구매 계획

PP | Purchaser's Price | 사업/계약관리

구매자 가격

PPBEES |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기획 관리 제도

PPI | 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 

행정공통

사전 계획 성능 개량

PPI | Producer Price Index | 행정공통

생산자 물가지수

PPL | Public Purchase Loan | 사업/계약관리

공공 구매론

PPO | President Provisional Order | 정책/제도

대통령 긴급명령

PR | Patent Right | 사업/계약관리

특허권

PR | Performance Rate | 사업/계약관리

성과 비율

PR | Performance Requirement | 사업/계약관리

이행 의무

PR | Performance Review | 정책/제도

실적 평가

PR | Planned Requirement | 정책/제도

기획 소요

PR | Planning Requirement | 행정공통

계획 요구량

PR | Price Research | 사업/계약관리

물가조사

PR | Procurement Requirement | 행정공통

조달 소요

PR | Programmed Requirement | 행정공통

계획 소요

PR | Purchase Request | 사업/계약관리

구매 요구서

PRCR | Production Readiness Condition 

Review | 정책/제도

생산 준비 상태 검토

PRFD | Pressure-Release Firing Device | 

무기체계

압력 해제식 발화장치

PRI | Public Research Institute | 정책/제도

공공 연구 기관

PRP | Public Resources Portal  | 정책/제도

공유 자원 포털 

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 | 

정책/제도

생산 준비 검토

PRR | Production Readiness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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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양산 준비 검토

PS | Passive Sonar | 무기체계

수동 소나

PS | Payment Schedule | 사업/계약관리

대금 지불 일정

PS | Performance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성능 규격

PS | Performance Specification | 전력지원체계

성능형 규격

PS | Performance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체계 성능 요구서

PS | Plan System | 정책/제도

계획 체계

PS | Planning System | 정책/제도

기획 체계

PS | Precedent Study | 사업/계약관리

선행연구

PS | Prescription Supplies | 사업/계약관리

시효성 물자

PS | Procurement Supplier | 사업/계약관리

조달 업체

PS | Provisional Satisfaction | 정책/제도

잠정 만족

PS | Provisional Specification | 정책/제도

잠정 규격서

PS | Provisional Suitability | 정책/제도

잠정 적합

PS | Purchase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구매 규격서

PSA | Paladin Self-propelled Artillery | 

무기체계

팔라딘 자주포

PSA | Parts Stress Analysis | 전력지원체계

부품 부하 분석기법

PSA | Patent Secrecy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비밀 특허협정

PSI | Preferential Selection Item | 정책/제도

우선 선정품류

PSI | Preferential Selection Item | 사업/계약관리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PSM | Price Settlement Means | 사업/계약관리

대금 결제 방식

PSP | Pipehead Supply Point | 전력지원체계

관변 보급소

PSS | Power Supply System | 무기체계

전원 공급장치

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전력지원체계

공중 교환 전화망

PT | Pack Troop | 행정공통

타마 부대

PT | Planned Transportation | 행정공통

계획 수송

PT | Post Test | 행정공통

사후검사

PT | Precision Test | 행정공통

정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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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 Private Trust | 정책/제도

민간위탁

PT | Progressive Tax | 사업/계약관리

누진세

PT | Protection Technology | 행정공통

방호 기술

PT | Provisional Treaty | 정책/제도

가조약

PTMA | Preliminary Technology Maturity 

Assessment | 정책/제도

사전 기술 성숙도 평가

PTP | Protective Trade Policies | 정책/제도

보호 무역정책

PTPU | Put to Practical Use | 정책/제도

실용화

PTS | Performance Type Specification | 

정책/제도

성능형 규격서

PTSP | Peace Time Spare Parts | 행정공통

평시 운용 예비 부품

PU | Production unit | 행정공통

생산 시설

PU | Provisonal Unit | 행정공통

잠정 부대

PV | Production Validation | 정책/제도

생산 확인

PV | Public Vehicles | 정책/제도

공용 차량

PVS | Prime Vendor System | 정책/제도

주공급자 제도

PW | Part-Time Worker | 정책/제도

단시간 근로자

PW | Proxy War | 행정공통

대리 전쟁

PWE | Protective Wire Entanglement | 행정공통

방호 철조망

PzH 2000 자주포 | PzH 2000自走砲 | 무기체계

PzH 2000 Self-propelled Artillery

독일이 개발한 최대사거리 40km, 전투중량 55

톤, 방열 및 사격통제를 자동통제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자주포이다.

QA | Qualitative Analysis | 행정공통

정성 분석

QA | Quality Assurance | 정책/제도

품질 보증

QA | Quality Assurance | 정책/제도

품질 보증서

QA | Quality Assurance | 정책/제도

품질 보증원

QA | Quality Audit | 정책/제도

품질 감사

QAA | Quality Assurance Agency | 정책/제도

품질보증 기관

QAR | Quality Assurance Representative | 

정책/제도

품질 보증원

QAR |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 

정책/제도

품질 보증 요구서

QAS | Quality Assurance System | 정책/제도

품질 보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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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 | Quality Condition | 정책/제도

품질 보증 조건

QC | QC Quality Control | 정책/제도

품질 관리

QD | Quality Document | 정책/제도

품질 문서

QDR | Quality Deficiency Report | 정책/제도

품질 결함 보고서

QE | Qualification Examination | 

사업/계약관리

적격 심사

QF | Quality Factor | 정책/제도

품질 요소

QFD | Quality Function Deployment | 

정책/제도

품질 기능 전개

QI | Quality Inspection | 정책/제도

품질 검사

QIP | Quality Inspection Personnel | 정책/제도

품질 검사 요원

QIR | Qualification Inferior Rate | 

사업/계약관리

인정 불량률

QLR | Qualification Loss Rate | 사업/계약관리

인정 손실률

QM | Quality Management | 정책/제도

품질 경영

QP | Qualification Process | 행정공통

자격 부여 공정

QP | Quality Plan | 정책/제도

품질 계획

QP | Quality Planning | 정책/제도

품질 기획

QP | Quartering Party | 행정공통

설영대

QPA | Quantity Per Application | 전력지원체계

대당 장착 수량

QPR | Quality Plan Requirement | 정책/제도

품질 계획 요구서

QRD | Quantity of Recurring Demand | 

사업/계약관리

연간 수요

QSKS | Qualification Scanning Knock-

down System | 사업/계약관리

적격 심사 낙찰제

QSR | Qualification Sample Rate | 

사업/계약관리

인정 시료율

QSS | Quick Supply System | 행정공통

신속 보급제도

QT | Qualification Test | 정책/제도

인증시험

R&E | Revenue & Expenditure | 사업/계약관리

세입 세출

RA | Recording Account | 사업/계약관리

기록 계정

RA | Reliability Allocation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할당

RA | Reliability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신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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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 | Replenishment Area | 행정공통

보급 해역

RA | Requirement Adjudication | 행정공통

소요 판단

RA | Research Agency | 정책/제도

전문 연구기관

RA | Reverse Auction | 사업/계약관리

역경매

RA | Reversible Antenna | 사업/계약관리

가역 안테나

RA | Risk Assessment | 사업/계약관리

위험도 분석

RA | Risk Assessment | 사업/계약관리

위험평가

RAA | Review And Analysis | 정책/제도

심사 분석

RAA | Review And Assessment | 정책/제도

심사 평가

RAB | Reverse Auction Bidder | 사업/계약관리

역경매 입찰자

RABOL | Receipt a Bill of Lading | 사업/계약관리

수령 선하증권

RAC | Reduction Accounting Criteria | 

사업/계약관리

감액 산정 기준

RAD | Range At Depth | 무기체계

층심도 거리

RAD | Requirement Allocation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요구사항 할당 문서

RAD | Research and Development | 정책/제도

연구 개발

RADC |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 행정공통

민간 연구기관

RADC |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 

사업/계약관리

연구 개발비

RADO |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 | 

정책/제도

연구 개발 기관

RADOJI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 정책/제도

공동 투자 연구 개발

RADOJIP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Project | 정책/제도

공동 투자 연구 개발 사업

RADOPI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ment | 정책/제도

업체 투자 연구개발

RADOPL |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ly Led | 정책/제도

업체 주관 연구 개발

RADS | Research And Development Step | 

정책/제도

연구 개발 단계

RADSI | Research And Development 

Supervision Institution | 사업/계약관리

연구 개발 주관 기관

RAM | Radar Absorbing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레이더 흡수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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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

tainability | 전력지원체계

램

RAM |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 

정책/제도

책임 할당표

RAM A |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

ainability Analysis | 전력지원체계

램 분석

RAR | Remove And Replace | 행정공통

탈거 및 교체

RAR | Repair and Replace | 사업/계약관리

수리 및 교환

RAR | Repair and Return | 사업/계약관리

수리 및 반환

RARE | Repair and Repairing Expenses | 

사업/계약관리

수리 수선비

RARP | Repair Accessory, Repair Parts | 

정책/제도

수리 부속품

RAT | Reactive Armor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반응 장갑기술

RAT | Reverse Auction Tender | 사업/계약관리

역경매 입찰

RAU | Radio Access Unit | 무기체계

이동 무선 기지 장비

RB | Received BL | 사업/계약관리

수취 선하증권

RB | Red BL | 사업/계약관리

적색 선하증권

RB | Reinvest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재투자사업

RB | Remittance Bank | 사업/계약관리

송금 은행

RB | Reserve Bank | 행정공통

준비 은행

RBPD | Reduction Business Processing Dr-

afting | 사업/계약관리

감액 업무 처리 제도

RBPG | Reduction Business Process Gu-

idance | 사업/계약관리

감액 업무 처리 지침

RC | Random Check | 행정공통

불시 검사

RC | Receipt Check | 행정공통

수납 검사

RC | Records Center | 정책/제도

기록관

RC | Recoverability Code | 전력지원체계

복구성 부호

RC | Remote Control | 행정공통

원격 제어

RC | Remote Control | 무기체계

원격 조종

RC | Reorder Cycle | 행정공통

재청구 주기

RC | Repairable Condition | 행정공통

요 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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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 Research Cheating | 정책/제도

연구 부정행위

RC | Reversible Cell | 사업/계약관리

가역 전지

RCACI | Repair Cycle Asset Control Item | 

사업/계약관리

수리 순환 품목

RCC | Roller Coater Coating | 전력지원체계

롤러 코터 도장

RCF | Repair Cycle Float | 사업/계약관리

수리 정비 대충 장비

RCM |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중심 정비

RCN | Requisition Control Number | 

정책/제도

자금 계정부호

RCQ | Repair Cycle Quantity | 사업/계약관리

수리 순환 요소

RCR | Reactivation Cycle Requirement | 

행정공통

재생 주기 소요

RCS | Remote Control System(Device) | 

전력지원체계

원격 조종 장치

RCS | Reports Control Symbol | 행정공통

보고 통제부호

RCT | Regiment Combat Team | 행정공통

연대 전투단

RCT | Regiment Combat Team | 행정공통

전투단

RCT | Repair Cycle Time | 사업/계약관리

수리 복귀시간

RCT | Repair Cycle Time | 사업/계약관리

수리 주기

RD | Recruit Direction | 행정공통

충원 지시

RD | Replacement Demand | 전력지원체계

보충 청구

RD | Report Disclosure | 사업/계약관리

공시 보고

RD | Requirement Decision | 정책/제도

소요 결정

RD | Requirement Document | 정책/제도

요구서

RD | Reservist Duty | 행정공통

보충역

RD&A | Research, Development And Acq-

uisition | 정책/제도

연구 개발 및 획득

RDI | Repayment delay interest | 

사업/계약관리

상환 지연 이자

RDOS | Required Days of Stock | 행정공통

요구 재고 일수

RDP | Reciprocal Defense Procument | 

사업/계약관리

상호 국방조달

RDP | Research Developement Project | 

정책/제도

연구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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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Red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적색 장비

RE | Reliability Evaluation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평가

RE | Reverse Engineering | 사업/계약관리

역설계

RE | Rigid Expenses | 정책/제도

경직성 경비

RE | Ripple Effect | 행정공통

파급효과

RE | Runtime Error | 사업/계약관리

실행 시간 오류

RF | Replacement Factor | 전력지원체계

교환율

RF | Research Funds | 정책/제도

연구비

RF | Reserve Fund | 사업/계약관리

예비비

RF | Reserved Fund | 사업/계약관리

대기성 자금

RF | Resonance Frequency | 사업/계약관리

공명 주파수

RF | Revolving Fund | 사업/계약관리

회전 기금

RFA | Restricted Fire Areas | 무기체계

사격 제한구역

RFID 음성 안내 시스템  | RFID 音聲案內 

System | 사업/계약관리

RFID Voice Information System 

RFID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시스템. 점

자보도블록에 RFID를 삽입하고 지팡이에 설치

한 전자나침반과 휴대형 RF리더로 위치정보를 

확인해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RFP | Request for Proposal | 사업/계약관리

제안 요구서

RFP | Request For Proposal | 사업/계약관리

제안 요청서

RFQ | Request for Quotation | 사업/계약관리

견적 요구

RFQ | Request for Quotation | 사업/계약관리

견적 요청서

RFS | Radio Frequency Spectroscopy | 

사업/계약관리

고주파 분광

RFS | Revolving Fund System | 사업/계약관리

회전 기금 제도

RFW | Request For Waiver | 정책/제도

규격 면제

RI | Receipt Inspection | 행정공통

수령 검사

RI | Receiving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수입 검사

RI | Recoverable Item | 전력지원체계

복구 가능품

RI | Recoverable Item | 전력지원체계

수리 가능품목

RI | Recurring Issue | 사업/계약관리

순환 불출

RI | Regulated Item | 행정공통

규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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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 Repairable Item | 전력지원체계

복구성 품목

RI | Repairable Item(s) | 사업/계약관리

요정비 물품

RI | Repaired Item(s) | 사업/계약관리

정비된 물품

RI | Replacement Issue | 전력지원체계

보충 불출

RI | Requirement Institution | 정책/제도

소요 제기

RI | Road Interval | 행정공통

노상 간격

RIC | Routine Identifier Codes | 사업/계약관리

경로 식별 부호

RID | Requirement Institution Document | 

정책/제도

소요 제기서

RIMA |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 

행정공통

군사 혁신

RIS | Road Inspection System | 행정공통

노상 검사 제도

RL | Repairable Limit | 사업/계약관리

수리 한계

RL | Reverse Logistics | 행정공통

역물류

RL | Revolving LC | 사업/계약관리

회전 신용장

RLC | R&D Life Cycle | 사업/계약관리

연구 개발 수명 주기

RLOA | Reasonable Level of Assurance | 

사업/계약관리

합리적 확신

RM| Raw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원료

RM | Radio Meaconing | 전력지원체계

무선 항법방해

R/DM | Redesign/Design Modification | 

정책/제도

재설계/설계변경

RM | Reference Model | 정책/제도

참조 모델

RM | Requirement Management | 정책/제도

소요 관리

RM | Requirement Management | 정책/제도

요구사항 관리

RM | Requirement Military | 사업/계약관리

소요군

RM | Resource Management | 정책/제도

자원 관리

RM | Restated Mission | 행정공통

임무 재진술

RM | Risk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위험관리

RMF | Requirement Military/Demanding 

Forces | 정책/제도

소요군과 수요군의 차이

RMIS |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전력지원체계

자원 관리 정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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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L | Revolution In Military Logistics | 

행정공통

군수 혁신

RMP | Ready Mixed Paint | 사업/계약관리

조합 페인트

RMR | Requirement Military Requirements | 

정책/제도

소요군 요구사항

RMS | Remotely Maintenance System | 

행정공통

원격 정비 시스템

RMS | Resourc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자원 관리 제도

RMS | Richter Magnitude Scale  | 행정공통

리히터 규모 

RMT | Remote Measurement/ Telemetry |

행정공통

원격 측정

RN | Radio Navigation | 전력지원체계

무선 항행

RN | Reference Number | 정책/제도

참조 번호

RN | Reverse Nomenclature | 정책/제도

역 명명법

RO | Reduced Organization | 행정공통

감소 편성

RO | Reinforced Objectives | 정책/제도

증강 목표

RO | Requisition Objective | 행정공통

청구 목표

ROA | Remotely Operated Aircraft | 무기체계

원격 조종 항공기

ROAM | Result of a Measurement | 정책/제도

측정 결과

ROB | Right Of Belligerency | 행정공통

교전권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사업/계약관리

요구 운영 능력서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 

사업/계약관리

작전 운용성능

ROCP | Restoration Of Combat Power | 

행정공통

전투력 복원

ROD | Report of Discrepancy | 사업/계약관리

하자 보고

ROE |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 

정책/제도

사업자 등록

ROE | Rules Of Engagement | 행정공통

교전 규칙

ROFA | Rreport on Final Accounts | 

사업/계약관리

결산 보고서

ROG | Rate of Growth | 행정공통

성장률

ROID | Report on Inspection Delivery | 

사업/계약관리

검사 및 납품 조서

ROJSAD | Representatives of Joint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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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mand | 사업/계약관리

공동 수급체 대표자

ROMP | Review of Military Practicality | 

정책/제도

군사적 실용성 평가

ROO | Rehabilitate Own Operate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ROO

ROS | Reports Of Shipments | 사업/계약관리

선적 보고서

ROT |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사업/계약관리

민간투자사업 ROT

RP | Reflection Paint | 행정공통

반사 도료

RP | Reliability Prediction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예측

RP | Reorder Point | 사업/계약관리

재청구 수준점

RP | Reorder Point | 행정공통

재청구점

RP | Repair Part | 정책/제도

수리 부속품

RP | Requirement Plan | 정책/제도

소요 계획

RPD | Reliability Prediction Data | 

사업/계약관리

신뢰도 예측자료

RPOTC | Remaining Period of th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 잔여 이행 기간

RQ-101 | RQ-101 | 무기체계

RQ-101

군단급무인정찰기의 고유명칭(모델명)이다.

RR | Radio Ragulations | 정책/제도

전파 규칙

RR | Real Rights | 행정공통

물권

RR | Reduction Ratio | 사업/계약관리

감소율

RR | Reduction ratio | 사업/계약관리

인하 비율

RR | Repair Rate | 행정공통

수리율

RR | Replacement Requirement | 전력지원체계

보충 소요

RR | Requirement Refinement | 정책/제도

요구사항 정제

RR | Requirements Review | 정책/제도

소요 검토

RR | Research Report | 정책/제도

연구 보고서

RR | Reservation/ Reserve | 사업/계약관리

유보

RRA | Requirement Request Agency | 

정책/제도

소요 요청기관

RRP | Rust Resisting Paint | 전력지원체계

방청 도료

RS | Radio Silence | 행정공통

무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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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Random Sample | 사업/계약관리

무작위 표본

RS | Readiness Standards | 행정공통

전비 기준

RS | Rearch Service | 정책/제도

연구 용역

RS | Reference Standard | 정책/제도

표준 기준 또는 기준 표준

RS | Reference Standards | 전력지원체계

기준 표준기

RS | Remittance Style | 사업/계약관리

송금 방식

RS | Repair Service | 사업/계약관리

정비 용역

RS | Repair Ship | 무기체계

정비함

RS | Reserve Ship | 무기체계

예비함

RS | Reserve Supplies | 전력지원체계

상비품

RS | Retention Stocks | 전력지원체계

보유 재고

RS | Reuse Software | 정책/제도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RS | Robot Sensor  | 사업/계약관리

로봇 감지기

RS | Robust Statistics | 사업/계약관리

로버스트 통계

RS | Running Spare | 행정공통

예비 부속품

RSBB |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Bill | 

정책/제도

추가 경정 예산

RSC | Remote Subscriber Concentrator | 

무기체계

다중 집선기

RSI |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 

Interoperability | 사업/계약관리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 운용화

RSL | Retail Sale Level | 행정공통

소분배 계통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

vement & Integration | 행정공통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RSP | Reserve Spare Parts | 사업/계약관리

예비 수리 부속

RSR | Repair Survival Rate | 사업/계약관리

수리 재생율

RSR | Required Supply Rate | 정책/제도

소요 보급률

RSS | Requisitioning Supply System | 

행정공통

청구 보급 제도

RS, UR | Reserve Supplies, Unit Reserves | 

행정공통

부대 예비품

RT | Reaction Time | 행정공통

반응시간

RT | Refresher Training | 행정공통

보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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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 Reliability Test | 사업/계약관리

신뢰성 시험

RT | Requirement Traceability | 

사업/계약관리

요구사항 추적성

RTA | Reduction Target Amount | 

사업/계약관리

감액 대상 금액

RTDLP | Real Time Data Link Processor | 

무기체계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

RTSC | Railway Transportation Support 

Center | 행정공통

철도 수송 지원대

RV | Recovery Vehicle | 무기체계

구난 차량

RW | Repair Work | 전력지원체계

보수 공사

RW | Reserved Word | 사업/계약관리

예약어

RWSC | Repair Work Space Cost | 

사업/계약관리

수리 작업 공간비

RWT | Requisition Wait Time | 행정공통

청구 대기 시간

SA | Safeguard Assessment | 행정공통

안전 조치 평가

SA | Sales Agreement | 사업/계약관리

매매 약정

SA | Sample Ammunition | 정책/제도

시료탄

SA | Security Audit | 행정공통

보안 감사

SA | Secutiry Assistance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SA | Self-Propelled Artillery | 무기체계

자주포

SA | Shipping Advice | 사업/계약관리

선적통보

SA | Special Account | 사업/계약관리

특별 회계

SA | Strategic Arms | 행정공통

전략 무기

SA | Structure Analysis | 정책/제도

구조 분석

SA | Submittering Activity | 정책/제도

자료 제출기관

SA | System Analysis | 전력지원체계

시스템 분석

SA | System Architecture | 정책/제도

체계 구조(아키텍처)

SA | System Architecture | 정책/제도

체계 아키텍처

SAC |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정책/제도

특별 감항 인증

SACC |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

tion Criteria | 정책/제도

표준 감항 인증 기준

SADB | Supply and Demand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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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사업자

SALT |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 

행정공통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MM |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관리 교범

SAMR |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Review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관리 검토

SAO | Security Assistance Organization/

Office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조직/사무소

SAP | Security Assistance Program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계획

SAP | Software a Product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산출물

SAP | Special Access Programs | 행정공통

특수 인가 프로그램

SAPAP | Security Assistance Policies and 

Procedures | 사업/계약관리

안보지원 정책 및 절차

SAR | Supply Action Ratio | 행정공통

보급 조치율

SARC | Search And Rescue Center | 행정공통

탐색 및 구조 본부

SARC | Search And Rescue Coordinator | 

행정공통

탐색 및 구조 협조관

SART |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 

행정공통

전략 무기 감축 협상

SAS |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 

정책/제도

전문화 및 계열화

SATA | Surveillance And Target Acquisition | 

행정공통

감시 및 표적 획득

SB | Security Base | 무기체계

경비 기지

SB | Shipped B/L | 사업/계약관리

선적 선하증권

SB | Small Business | 사업/계약관리

소상공인

SB | Smart Bullet | 무기체계

지능탄

SB | Successful Bid | 사업/계약관리

낙찰

SB | Supply Base | 행정공통

보급 기지

SBE | Software Business Expense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사업비

SBOL/SFB | Straight Bill Of Lading / 

Straight Form BL | 사업/계약관리

기명식 선하 증권

SBR | Separate Basic Research | 

사업/계약관리

개별 기초 연구

SBR | Successful Bid Rate | 사업/계약관리

낙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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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System Breakdown Structure | 

사업/계약관리

체계 분할(분해) 구조

SBZ | Strategic Buffer Zone | 행정공통

전략적 완충 공간

SC | Safety Critical | 정책/제도

안전 중요도

SC | Service Cost | 사업/계약관리

용역 원가

SC | Short-term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단기계약

SC | Small Company | 사업/계약관리

소기업

SC | Source Code | 사업/계약관리

소스 코드

SC | Specific Cost | 사업/계약관리

개별비

SC | Specification Control | 정책/제도

규격 관리

SC | Spot Check | 정책/제도

부분 검사

SC | Spray Coating | 정책/제도

스프레이 도장

SC | Staging Cost | 사업/계약관리

집합 원가

SC | Standing[Permanent] Committee | 

정책/제도

상임 위원회

SC | Strategic Concentration | 행정공통

전략적 집중

SC | Strategy Concept | 행정공통

전략 개념

SC | Subject Company | 사업/계약관리

대상 업체

SC | Sunk Cost | 사업/계약관리

매몰 원가

SC | Supplement Call | 행정공통

보충 소집

SC | Supplier’s Certificate | 사업/계약관리

공급자 증명서

SC | Supply Catalog | 행정공통

보급목록

SC | Supply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공급 계약

SC | Supply Control | 행정공통

보급 통제

SCC |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 

정책/제도

한미 안보 협력 위원회

SCC | Straight Cost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순원가 계약

SCC | Support Concept Code | 정책/제도

지원 개념 부호

SCD | Supply Control Department | 행정공통

보급 통제기관

SCE | Specified Carry-over Expenses | 

정책/제도

명시 이월

SCE | Stop Competing Eligibility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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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참가 자격 정지

SCF | Specified Carryover Fund | 정책/제도

명시 이월비

SCI | Software Configuration Items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

SCIP | Security Cooperation Information 

Portal | 사업/계약관리

안보협력정보 지원체계

SCM | Supply Chain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공급망 관리

SCMS |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군대 부호 표준 관리 시스템

SCOG | Strategic Center Of Gravity | 행정공통

전략적 중심

SCRC | Single Channel Radio Comm-

unication | 무기체계

단일 채널 무선 통신

SCT | Standardization Conformance Test | 

정책/제도

표준 적합성 시험

SD | Safety Distance | 사업/계약관리

안전 간격

SD | Shared Database | 사업/계약관리

공유 데이터베이스

SD | Shipping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선적서류

SD | Sound Discipline | 행정공통

음향 관제

SD | Spiral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나선형 개발

SD | Spiral Development | 정책/제도

진화적 개발

SD | Stabilizing Device | 무기체계

안정화 장치

SD | Standardization Documents | 정책/제도

표준화 문서

SD | Stowage Diagram | 행정공통

적치도

SD | Supply Depot | 행정공통

보급창

SD | Supply Depot | 행정공통

예비창

SD | System Design | 전력지원체계

시스템 설계

SD | System Design | 사업/계약관리

체계 설계

SDC | Service Designator Code | 행정공통

사용 군부호

SDCR | System Development Concept Re-

search | 사업/계약관리

체계 개발 개념 연구

SDC | Simple Direct Cost | 사업/계약관리

단순 직접 경비

SDE | Shared Data Environment | 정책/제도

데이터 공유 환경

SDR | Software Defined Radio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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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R | Sound Detection Radar  | 무기체계

음향 탐지 레이더 

SDR | Supply Deficiency Report | 

사업/계약관리

하자 보고서

SDR | System Design Review | 사업/계약관리

체계 설계 검토

SDSS | Supply Document Select Sign | 

전력지원체계

보급 문서 선정부호

SDT | Scenario Development Technology | 

정책/제도

시나리오 개발 기술

SDT | Skills Development Training | 정책/제도

능력 계발 교육

SDT | Software Dynamic Test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동적시험

SE | Second Examination | 정책/제도

재시험

SE | Security Evaluation  | 행정공통

보안 평가 

SE | Selected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선택형 장비

SE | Stockpile Equipment | 행정공통

비축 장비

SE | Stored Equipment | 행정공통

치장 장비

SE | Supplies Expense | 사업/계약관리

소모품비

SE | Supply Efficiency | 행정공통

보급 효율

SE | System Effectiveness | 사업/계약관리

시스템 유효도

SE | System Engineering | 사업/계약관리

체계 공학

SE | Systems Engineering | 정책/제도

시스템 공학

SE&M | Stored Equipment & Material | 

행정공통

치장 장비물자

SEIC | Standardization Equipment Iden-

tification Code | 사업/계약관리

장비 표준화 부호

SEMP |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 사업/계약관리

체계공학 관리 계획

SEOFI |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

tegration | 사업/계약관리

전력화 지원 요소

SEOFIC |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onfirm | 사업/계약관리

전력화 지원 요소 입증

SEOFICE |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lear Evidence | 사업/계약관리

전력화 지원 요소 확증

SEOFID |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Decision | 사업/계약관리

전력화 지원 요소 확정

SEP | System Engineering Plan | 사업/계약관리

체계공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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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C | Support Equipment Required Code | 

행정공통

지원 장비 소요 부호

SERER | 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 Recovery | 행정공통

생존, 도피, 저항, 탈출 및 구조

SET | Second Examination Test | 정책/제도

재시험 평가

SET | Specialized English Training | 

사업/계약관리

전문 영어훈련

SF | Safety Factor | 행정공통

안전 계수

SF | Skimming Flight | 무기체계

초저고도 비행

SF | Stock Fund | 행정공통

재고기금

SF | Subsidiary Facilities | 전력지원체계

부대시설

SFB | Short Form BL | 사업/계약관리

약식 선하증권

SFG | Safety Flight Gear | 무기체계

생환 장구

SFR | System Function Review | 사업/계약관리

체계 기능 검토

SG | Stockpile Goal | 행정공통

비축 목표

SG | Strategic Guidance | 행정공통

전략 지침

SG | Supply Goods | 사업/계약관리

조달 물자

SGCOC | Servic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SH | System Hierarchy | 사업/계약관리

체계 계층 구조

SHSC | Safety Hazard Severity Code | 

사업/계약관리

위험도 부호

SI | Sample Inspection | 행정공통

표본 검사

SI | Shipping Instruction | 사업/계약관리

선적지시

SI | Simple Item | 전력지원체계

단순품목

SI | Space Information | 사업/계약관리

공간 정보

SI | Specialized Institution | 정책/제도

전문 기관

SI | Standard Item | 정책/제도

표준 품목

SI | Substitute Item | 전력지원체계

대체 품목

SI | System Integration | 사업/계약관리

체계 통합

SID | Standard in Detail | 사업/계약관리

세부 기준

SIF |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 | 

행정공통

선택적 식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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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I | Space Information Industry  | 

사업/계약관리

공간 정보 산업 

SITES |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 정책/제도

국방 상호 운용성 수준 시험 평가 체계

SKD | Semi-completely Knock Down | 

전력지원체계

부분 조립생산

SL | Safety Level | 사업/계약관리

안전 수준

SL | SemiActive Laser | 무기체계

반능동 레이저

SL | Service Life | 정책/제도

사용 수명

SL | Shelf Life | 행정공통

저장 수명

SL | Shopping List | 정책/제도

잠재적 협력가능 과제목록

SL | Sight LC | 사업/계약관리

일람불 신용장

SL | Silence Lifted | 행정공통

침묵 해제

SL | Soft Landing | 행정공통

연착륙

SL | Solid-state Laser | 무기체계

고체 레이저

SL | Special Level | 행정공통

특별 정수

SL | Stand-by LC | 사업/계약관리

보증 신용장

SL | Storage Location | 행정공통

저장 위치

SL | Strategic Logistics | 행정공통

전략적 군수

SL | Strategy Logistics | 행정공통

전략 군수

SL | Supply Level | 행정공통

보급 수준

SLAM | Standoff Land Attack Missle | 

무기체계

원격 지상공격 미사일

SLC | Shelf Life Code | 행정공통

저장 수명부호

SLC | Skill Level Code | 행정공통

주특기 숙련 수준 부호

SLEP |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 | 

무기체계

수명 연장 계획

SLHS | Semi-active Laser Homing System | 

무기체계

반능동 레이저 추적 유도방식

SLOS | Safety Level Of Supply | 행정공통

보급 안전 수준

SLR | Supply Level Requirement | 행정공통

보급 수준 소요

SM | Situation Map | 행정공통

상황도

SM | Staff Supervision | 행정공통

참모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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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Stored Material | 행정공통

치장 물자

SM | Strategic Materials | 정책/제도

전략 물자

SM | Summer Material | 행정공통

월하 물자

SMA | Supply Management Analysis | 

행정공통

보급 관리 분석

SmAll Day | SmAll Day | 정책/제도

SmAll Day

개별업체1:1 맞춤형 집중 지원의 날을 말한다. 

방사청이 품질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국방 절충교역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

시하고 있는 1:1 맞춤형 컨설팅 제도이다. 작은

(Small,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절충교역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All) 정보를 개

방·공유하고, 정부와 중소기업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은 기업에 큰 만족을 제공하고자 시

행하는 정부3.0 방식의 컨설팅이다.

SMCC | Special Material Content Code | 

행정공통

특수 물자 부호

SME |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중요 군사 장비

SME | Subject Matter Expert | 행정공통

내용 전문가

SME | Subject Matter Expert | 행정공통

주제 전문가

SMECS |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 | 정책/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SMIC | Special Maintenance Item Code | 

행정공통

특수 정비 품목 부호

SMOA | 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 정책/제도

특별 감항 인증서

SMRC | Source Maintenance and Recovera-

bility Code | 행정공통

근원 정비 복구성 부호

SMS | Short Message Service | 전력지원체계

“단문메시지서비스”. 휴대전화 간에 짧은 문장

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한 부가서비스로써 개인 

사용자 간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

자에게 공지, 안내 사항을 발송하는데 주로 활

용된다. 청에서는 각종 조달/계약업무, 인허가 

민원 처리 등 주요 업무 단계마다 LMS(Long 

Message Service, 한글 1000자까지 보낼 수 있

는 문자 서비스)를 발송하여 보다 상세하고 다양

한 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SN | Sample Number | 행정공통

표본 수

SN | Serial Number | 행정공통

일련번호

SN | Stock Number | 정책/제도

재고번호

SN | Street name | 사업/계약관리

명의 대여

SN | Supply Network | 행정공통

보급망

SNAP | Steerable Null Antenna Processor | 

무기체계

안테나 빔 조향장치

SNDL | Stock Number Disagreement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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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재고번호 불일치 목록

SNIC | Stock Number Indicator Codes | 

행정공통

재고번호 식별 부호

SNLOSM | Spike Non Line of Sight Missile | 

무기체계

스파이크 비가시선 유도탄

SNUD | Stock Number User Directory | 

행정공통

저장번호 이용자 목록

SO | Set Out | 사업/계약관리

측설

SO | Shipment Order | 사업/계약관리

적송 명령

SO | Space Operations | 행정공통

우주 작전

SO | Spill Over | 무기체계

전파 월경

SOA | Statement Of Airworthiness | 

정책/제도

감항 확인서

SOC | Sheet Of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서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 행정공통

사회간접자본

SOE | Status Of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장비 현황표

SOF | Safety-Of-Flight | 정책/제도

안전 비행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정책/제도

주둔군 지위 협정

SOLOMON | SOftware for Logistics Support 

Analysis and data Management Of Next 

generation | 전력지원체계

군수 지원 분석용 표준 소프트웨어

SOMV | Standardization of Military 

Vehicles | 전력지원체계

군 표준 차량

SONAR | Sound Navigation and Ranging | 

무기체계

소나

SOP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 

정책/제도

예규

SOP |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 

정책/제도

부대 예규

SOR | Security Operational Rule | 행정공통

보안업무 규정

SOS | Source Of Supply | 사업/계약관리

조달원

SoSA | System of Systems Analysis | 

정책/제도

복합 체계분석

SOSP | Sale Of State Property | 정책/제도

국유 재산의 매각

SOW | Specification Of Work (Construction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공사 설명서

SOW | Statement Of Work | 정책/제도

업무 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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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 | Statement Of Work | 사업/계약관리

작업 명세서

SOW | Statement Of Work | 정책/제도

작업 정의서

SP | Sample Procurement | 사업/계약관리

견본 조달

SP | Seal Proves | 행정공통

인감증명

SP | Security Patch  | 행정공통

보안 패치 

SP | Solid Propellant | 무기체계

고체 로켓 추진제

SP | Spoilage Process | 사업/계약관리

공손비 처리

SP | Starting Price | 사업/계약관리

시작 가격

SP | State Property | 정책/제도

국유 재산

SP | Stipulated Price | 사업/계약관리

협정 가격

SP | Subcontractor processing | 사업/계약관리

외주 가공

SP | Supply Point | 행정공통

보급소

SP | Suspense Payment | 사업/계약관리

가지급금

SPD | Supply Point Distribution | 행정공통

보급소 분배

SPI | Schedule Performance Index | 정책/제도

일정 성과지수

SPIA | Specialized Price Investigation 

Agency | 사업/계약관리

전문가격 조사기관

SPIKE-ER | Spike Extended Range Missile | 

무기체계

스파이크 사거리 연장형 유도탄

SPIKE-MR | Spike Medium Range Missile | 

무기체계

스파이크 중거리 유도탄

SPIKE-LR | Spike Long Range Missile | 

무기체계

스파이크 장거리 유도탄

SPL | State Property Law | 정책/제도

국유 재산법

SPM | System Program Manager | 정책/제도

사업관리 기관의 장

SPP | Security Policy Protocol | 정책/제도

보안 정책 통신 규약

SPS | Supply Propulsion System | 행정공통

보급 추진계통

SPS |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체계 성능 규격서

SPT |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 

무기체계

신호 처리기술

SPT | System Performance Test | 정책/제도

계통별 성능 시험

S/Q | Segregation/ Quarantine | 행정공통

격리



683

S

S

SQAP | Supplementary Quality Assurance 

Provisions | 정책/제도

품질 보증 보충 규정

SQC | Statistical Quality Control | 행정공통

통계적 품질 관리

SR | Share Ratio | 사업/계약관리

분담 비율

SR | Shipment Request | 사업/계약관리

선적요청

SR | Solid Rocket | 무기체계

고체 로켓

SR | Special Requirement | 행정공통

특수 소요

SR | Spot Repair | 행정공통

현지 수리

SR | Stock Reserve | 사업/계약관리

예비 재고

SR | Strategic Reserve | 행정공통

전략 예비

SR | Subcontract Repair | 행정공통

외주 수리

SR | Supplementary Rate | 전력지원체계

보충율

SR | Supply Requirement | 행정공통

보급 소요

SR | Supply Road (Route) | 행정공통

보급로

SR | Synchrotron Radiation | 행정공통

싱크로트론 복사

SRD | System Requirements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체계 요구서

SRH | Semi-active Radar Homing | 무기체계

반능동 레이더 추적

SRIWT | Special Regulation In War Time | 

행정공통

전시 특례

SRP | Salvage Robot Project | 사업/계약관리

구난 로봇 사업

SRP | Silicon Resin Paint | 정책/제도

실리콘 수지도료

SRP | Subject Responsible Person | 정책/제도

과제 책임자

SRT | Software Reliability Test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SRTT | Software Reliability Test Tool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도구

SRW | Scheduled Repair Work | 전력지원체계

계획 보수 공사

SS | Scheduled Supply | 행정공통

보급계획

SS | Scope (Telescope) Sight | 무기체계

광학 조준경

SS | Screening Standard | 사업/계약관리

적격심사기준

SS | Security System | 사업/계약관리

보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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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Semi-Annual Settlement | 정책/제도

중간 결산

SS | Send Staff | 정책/제도

파견 직원

SS | Service Support | 행정공통

근무 지원

SS | Smart Ship  | 무기체계

스마트 선박 

SS | Spread Spectrum | 사업/계약관리

대역 확산

SS | Sprinkling System | 행정공통

살수 장치

SS | Staff Supervision | 행정공통

참모 각서

SS | Standard Samples | 사업/계약관리

견본

SS | Standard Specification | 정책/제도

규격

SS | Supply System | 행정공통

보급 제도

SS | Supply System | 행정공통

보급 체계

SS | Surface Ship | 무기체계

수상함

SS | System Safety | 정책/제도

시스템 안전

SS | System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체계 규격

SSA | Supply Support Arrangement | 

정책/제도

보급 지원 협정

SSD | Sample Standard Deviation | 정책/제도

시료 표준편차

SSDS | Single Stage Dissemination System | 

행정공통

단일 단계 보급제도

SSE | Synergy, Synergy Effect | 행정공통

상승 효과

SSF | Single Stock Fund | 행정공통

단일 재고 기금

SSL | Safety Stock Level | 사업/계약관리

안전 재고 수준

SSO | Sample Survey Object | 행정공통

표본 조사 대상

SSOS | Single Source of Supply | 

사업/계약관리

단독 공급원

SSOS | Single Source of Supply | 

사업/계약관리

단일 공급원

SSP | Sample Survey Part | 행정공통

표본 조사 부품

SSR | Scheduled Supply Requirement | 

행정공통

계획 보급 소요

SSR | Sole Selling Right | 정책/제도

독점 판매권

SSR | Supply Status | 행정공통

보급 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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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 | Supply Support Ratio | 정책/제도

보급 지원율

SSS | Supply Source Sign | 전력지원체계

보급원 부호

SSS | System Submission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체계 규격서

SSS | System Subsystem Specification | 

정책/제도

시스템 요구 규격서

SST | Skill Score Test | 정책/제도

숙련도 시험

SST | Software Static Test | 사업/계약관리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

SSTFC | Single Step To Full Capability | 

정책/제도

일괄 개발 전략

SSU | Supply Support Unit | 행정공통

보급 지원 부대

ST | Sea Transportation | 행정공통

해상 운송

ST | Self Test | 정책/제도

자체 시험

ST | Service Troops | 행정공통

근무 부대

ST | Shipping Time | 사업/계약관리

선적시간

ST | Short Ton | 행정공통

쇼트 톤

ST | Simultaneous Test | 정책/제도

동시 시험

ST | Stealth Technology | 무기체계

스텔스 기술

ST | Stockpile Take | 행정공통

비축 소요

ST | Strategy Technology | 행정공통

전략 기술

ST&C | Special Terms & Conditions | 

사업/계약관리

계약 특수 조건

STD | Software Technical Data | 정책/제도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STGCD | Sejong the Great Class Destroyers | 

무기체계

세종대왕급 구축함

STI |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 

사업/계약관리

과학 기술 정보

STP | Solid Type Paint | 정책/제도

솔리드계 도료

STP | Storage Test Procedure | 행정공통

저장 시험검사서

STR | Supply Transaction Register | 

전력지원체계

보급 거래 기록 대장

STTS | Stockpile To Target Sequence | 

행정공통

표적 순위별 저장

SUAV |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 

무기체계

스마트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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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 | Subsistence (Food Service) | 

전력지원체계

급양

SUCNR | Small Unit Combat Net Radio | 

무기체계

소부대 전투 무선망 체계

SUSB | Security Universal Serial Bus  | 

행정공통

보안 USB 

SV | Schedule Variance | 정책/제도

일정 편차

SV | Seasonal Variation | 사업/계약관리

계절 변동

SV | Self-Propelled Vulcan | 무기체계

자주 발칸

SV | Strategic Vulnerability | 행정공통

전략적 취약성

SVA | SV(System View) architecture | 

정책/제도

체계 관점 아키텍처

SVR | Standardization Validity Review | 

정책/제도

표준화 타당성 검토

SV/EV | Sample Variance/Experimental 

Variance | 행정공통

표본 분산/시료 분산

SW | Spoiled Work | 사업/계약관리

공손품

SW | Strategy Warning | 행정공통

전략 경보

SWCS | Sohn Won-il class submarines | 

무기체계

손원일급 잠수함

SWS | Stall Warning System | 무기체계

실속 경고장치

SWSW | Space Weapon/ Space Weapons |

무기체계

우주 무기

SZ | Shadow Zone | 무기체계

음영 구역

T/A | Table Of Allowance | 행정공통

배당표

T/E | Table Of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장비 편성표

T-50 | T-50 | 무기체계

T-50 Golden Eagle

T-50은 대한민국이 제작한 초음속 고등 훈련

기이다. 2005년 10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2005

년 12월에 1호기가 납품되었으며 2008년 3월 25

일 초도분량 25대 도입이 모두 완료되어 기존

의 T-38 탤론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현재 납품

된 기체는 대한민국 공군 1 전투비행단소속 203 

비행교육대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당 가격은 

2000만 ~ 2500만 달러다

TA | Table of Allowance | 행정공통

장비 배당표

TA | Target Analysis | 행정공통

표적 분석

TA | Technical Agreement | 정책/제도

기술 협정서

TA | Technical Analysis | 정책/제도

기술 분석

TA | Technical 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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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조

TA | Technical 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기술 구조, 기술 아키텍처

TA | Technical Assistance | 정책/제도

기술 원조

TA | Technical Assistance | 사업/계약관리

기술 지원

TA | Technology Agreement | 정책/제도

기술 협정

TA | Test Analysis | 정책/제도

시험 분석

TA | Test-fire Ammunition | 정책/제도

시사탄

TAA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정책/제도

기술 지원 협정

TAA |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 

정책/제도

기술 지원 협정서

TAA | Trade an Agent | 정책/제도

무역 대리업자

TAC | Task Adequacy Check | 사업/계약관리

임무 적합성 점검

TAC | Terminal Attack Control | 행정공통

최종 공격통제

TAC | Trade Agent Company | 정책/제도

무역 대리점

TACC |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 정책/제도

기종별 감항 인증 기준

TACM | Topedo Acoustic Counter Measure | 

무기체계

어뢰 음향 대항체계

TADIL-J |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J |

무기체계

전술 데이터링크-J

TAE | Test and Evaluation | 정책/제도

시험 평가

TAEB | Test And Evaluation Basis | 정책/제도

시험 평가 기준

TAED | Test And Evaluation Defer | 정책/제도

시험 평가 보류

TAEMP | Test And Evaluation Mesurement 

Plan | 정책/제도

시험 평가 분석 기술

TAEP | Test And Evaluation Process | 

정책/제도

시험평가 과정

TAES | Test And Evaluation Suspend, | 

정책/제도

시험 평가 중단

TAFT | Technical Assistance Field Team | 

사업/계약관리

야전 기술지원 팀

TAIF | Technology and industrial foundation | 

정책/제도

기술 및 산업 기반

TAMMS | The Army Maintenance Mana-

gement System | 행정공통

정비 기록 관리 제도

TAPD | Tax and Public Dues | 사업/계약관리

세금과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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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 | Target Adjunct System | 무기체계

광학 추적 장치

TAS | Towed Array Sonar | 무기체계

예인 음탐기

TAT | Technical Assistance Team | 

사업/계약관리

기술 지원 팀

TAT | Transportation And Transpotability | 

행정공통

수송 및 수송성

TATC | Telegraph and Telephone Charges | 

사업/계약관리

전신 전화료

TAV | Total Asset Visibility | 정책/제도

전자산 가시화

TAV | Total Assets Visibility | 행정공통

총자산 가시화

TB | Target Bearing | 행정공통

표적 방위

TB | Through BL | 사업/계약관리

통과 선하 증권

TB | Transshipment BL | 사업/계약관리

환적 선하증권

TB | Troop Basis | 행정공통

부대 기준표

TBO | Time Between Overhaul | 행정공통

평균 창정비 주기

TC | Takeover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 인수

TC | Target Cost | 정책/제도

목표 비용

TC | Target Cost | 사업/계약관리

목표 원가

TC | Task Code | 사업/계약관리

업무 부호

TC | Technical Cooperation | 사업/계약관리

기술 협력

TC | Traditional Component(Item) | 

사업/계약관리

기존 부품(품목)

TC | Transportation Cost | 사업/계약관리

수송비

TCASAEMS | The Contract Award Services 

and Even More Services | 사업/계약관리

계약 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TCC | Type Of Cargo Code | 사업/계약관리

화물 형태 부호

TCG |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 

정책/제도

국제 기술 협력 기구

TCN | Transportation Control Number | 

행정공통

수송 통제번호

TCP | Technology Cooperation Production | 

정책/제도

기술 협력 생산

TCP | Traffic Control Post/point | 행정공통

교통 통제소

TCRAD |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 정책/제도

기술 협력 연구 개발



689

T

T

TCS |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 

정책/제도

기술 분류 체계

TD | Tactical Diversion | 행정공통

전술적 전환

TD | Technical (Engineering)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 개발

TD | Technical Data | 사업/계약관리

기술 자료

TD | Technology Demonstration | 정책/제도

기술 시범

TD | Technology Docu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 문서

TD | Test Development | 정책/제도

시험 개발

TD | Total Damage | 행정공통

완파

TD | Type Design | 정책/제도

형식 설계

TD&A |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

owance | 행정공통

인원 및 장비배당표

TD/A |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 | 

행정공통

분배 및 배당표

TDILA |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A | 

무기체계

전술 데이터링크-A

TDILB |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B | 

무기체계

전술 데이터링크-B

TDILC |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C | 

무기체계

전술 데이터링크-C

TDL | Tactical Data Link | 무기체계

전술데이터링크

TDLS | Tactical Data Link System | 무기체계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TDLTE | Time Division Long Term Evo-

lution  | 정책/제도

시분할 롱텀 에벌루션 

TDMP | Tactical Decision Making Procedure | 

행정공통

전술적 결심 수립 절차

TDOUM | The Decision Of Unused Material | 

행정공통

불용 결정

TDP | Technical Data Package | 사업/계약관리

기술 자료 묶음

TDR | Technological Development Reserves | 

사업/계약관리

기술 개발 준비금

TDU | Trunk Distribution Unit | 무기체계

간선 분배 장치

TE | Technical Evaluation | 사업/계약관리

기술 평가

TE | Textile Engineering | 행정공통

섬유 광학

TE | Turboshaft Engine | 무기체계

터보샤프트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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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 Test Environment Condition | 정책/제도

시험 환경 조건

TEMP |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 

정책/제도

시험 평가 기본계획서

TF | Task Frequency | 사업/계약관리

업무 빈도

TF | Trust Fund | 사업/계약관리

신탁 자금

TFA |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 

사업/계약관리

기술적 타당성 분석

TFC | Task Function Code | 사업/계약관리

업무 기능부호

TFEA | Trading Fund Executive Agency | 

정책/제도

기업형 책임 운영 기관

TFMSA |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 

정책/제도

대외군사판매법

TFTWP | Total Force, Total War Potential | 

행정공통

총체 전력

TFY | Target Fiscal Year | 정책/제도

목표 회계연도

THAAD |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

nse |무기체계

전역 고고도 지역방어

TI | Tactic Internet | 무기체계

전술 인터넷

TI | Target Income | 사업/계약관리

목표 이익

TI | Tax Invoice | 사업/계약관리

세금 계산서

TI | Technical Information | 행정공통

기술 첩보

TI | Technical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기술 검사

TI | Technical Intelligence | 정책/제도

기술 정보

TI | Technical Interoperability | 

사업/계약관리

기술적 상호 운용성

TI | Temporary Inspection | 사업/계약관리

가검사

TIL | Test In Laboratory | 정책/제도

실험실 환경

TIOAL | The Interest on a Loan | 

사업/계약관리

대출 금리

TKBC | Turn Key Base Contract | 행정공통

설계 시공 일괄 입찰

TL | Tactical Logistics | 행정공통

전술 군수

TLCSM |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

ment | 사업/계약관리

총수명 주기 관리체계

TLD | Technical Logistics Data | 행정공통

기술 군수 제원

TLFDD | Time Limit For Delivery Date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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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TLG | Tactical Logistic Group | 행정공통

전술 군수단

TLM | Time Limit Material | 정책/제도

시한성 물자

TLP | Troop Leading Procedure | 행정공통

부대 지휘 절차

TLR | Top Level Requirement | 무기체계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

TLS | Top Level Specification | 무기체계

함정 건조 기술 사양서

TM | Tactical Movement | 행정공통

전술적 이동

TM | Technical Manual | 행정공통

기술 교범

TM | Test Method | 정책/제도

시험 방법

TM | Thematic Map | 행정공통

주제도

TM | Transport Manifest | 행정공통

수송 적하목록

TM | Transport Mengel | 사업/계약관리

수송 하자

TM | Transportation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수송 관리

TM | Transportation Management | 행정공통

수송 이동관리

TM | Troop Movement | 행정공통

부대 이동

TM | Technology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 관리 

TMA | Technology Management Agency | 

사업/계약관리

기술 관리 기관

TMADE | 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 | 행정공통

정밀 측정 장비

TMC | Transportation Mode Code | 정책/제도

수송 형태부호

TMMG | Transportation Movement Man-

agement Group | 행정공통

수송 이동관리단

TMMR |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Software | 무기체계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TMS | Tactical Missile System | 무기체계

전술 유도탄 체계

TN | Transaction Number | 사업/계약관리

거래 번호

TO | Technical Order | 사업/계약관리

기술 지시

TO | Total Quantity Of Demand | 행정공통

총소요량

TOA | Target Operational Availability | 

사업/계약관리

목표 운용 가용도

TOA | Transfer of Appropriations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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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이체

TOAAITB |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 정책/제도

예산 이용

TOAC | Type of Address Code | 사업/계약관리

주소 형태 부호

TOAC | Type Of Assistance Code | 

사업/계약관리

대금 지급 조건

TOAC | Type of Assistance Code | 

사업/계약관리

지원 형태 부호

TOC | Termination of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계약 해지

TOE | Table of Equipment | 사업/계약관리

장비 인가표

TOGC |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 

사업/계약관리

정부 계약의 종류

TOJR | Task of Joint Research | 정책/제도

공동 연구 과제

TOM | Technique Of Measurement | 

사업/계약관리

계측 기술

TO&E |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

ment |행정공통

편성 및 장비표

TOP | Terms Of Price | 사업/계약관리

가격 조건

TOQ | Terms Of Quantity | 행정공통

수량 조건

TOSC | Tender Of Specified Contractors | 

사업/계약관리

지명 경쟁 입찰

TOSP | Transfer Of State Property | 정책/제도

국유 재산의 양여

TOTSOI | Taxation On The Source Of In-

come |행정공통

원천과세

TP | Target Price | 사업/계약관리

목표 가격

TP | Target Price | 사업/계약관리

목표가

TP | Task Problem | 행정공통

문제 과제

TP | Technical Planning | 정책/제도

기술 기획

TP | Test Procedure | 정책/제도

시험 절차

TP | Thermo Paint | 정책/제도

시온 도료

TP | Transaction Price | 사업/계약관리

거래 실례 가격

TP | Transformation Plan | 정책/제도

이행계획

TP | Transportation Planning | 

사업/계약관리

수송 계획

TP | Troop Programming | 행정공통

부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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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A | Total Package Approach | 

사업/계약관리

총괄 패키지 구매 방식

TPB | Third Party BL | 사업/계약관리

제3자 선하증권

TPFDL |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 | 행정공통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

TPM |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적 성과 측정

TPM |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

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 성능 측정

TPM | Technical Performance Measur-

ements | 사업/계약관리

기술적 성능 측정

TPM |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s | 

사업/계약관리

기술 성능 척도

TQC | Total Quality Control | 정책/제도

전사적 품질관리

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 정책/제도

전사적 품질경영

TR | Take Request | 정책/제도

소요 요청

TR | Technical Report | 정책/제도

기술 보고서

TR | Technical Representative | 정책/제도

기술 용역

TR | Technical Reviews | 사업/계약관리

기술 검토

TR | Test Report | 정책/제도

시험 성적서

TR | TOW REEL | 무기체계

표적 견인 장비

TR | Turnover Rate | 사업/계약관리

회전율

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 

사업/계약관리

기술 성숙도 평가

TRCR | Test Rediness Condition Review | 

정책/제도

시험 준비 상태 검토

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 

사업/계약관리

기술 성숙도

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 

사업/계약관리

기술 준비 수준

TRR | Test Rediness Review | 정책/제도

시험 준비 검토

TRS | Trunked Radio System | 무기체계

주파수 공용 통신

TS | Technical Specification | 사업/계약관리

기술 규격서

TS | Temporary Storage | 사업/계약관리

가입고

TS | Tensile Strength | 행정공통

인장 강도

TS | Trust Sale | 사업/계약관리



694

U

수탁 판매

TSA | Time Series Analysis | 행정공통

시계열 분석

TSFO | Training Simulation Forward 

Observation | 무기체계

모의사탄 관측 장비

TSM | Time Step Models | 행정공통

시간 단계 모형

TSN | Temporary Stock Number | 정책/제도

임시 재고번호

TSR | Task Status Report | 정책/제도

업무·현황 보고

TSS | Time Slice Simulation | 정책/제도

시분할 모의실험

TT | Technical Training | 정책/제도

기술 훈련

TT | Technology Transfer | 정책/제도

기술 이전

TT | Tentative Troops | 행정공통

잠정 편성 부대

TT | Transport Tailorability | 행정공통

수송 적용성

TT | Troop Test | 정책/제도

부대 시험

TTA |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

ociation | 정책/제도

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TTBP | Task to be Performed | 정책/제도

수행 과제

TTO&E | Tentative 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 | 행정공통

잠정 편성 장비표

TTOB | Trade Terms of Business | 정책/제도

무역 거래조건

TTP | Technical Transfer Protocol | 정책/제도

기술 이전 협정서

Tunkey | Turn Key Base System(Turn-Key 

Contract Approach) | 행정공통

설계 시공 일괄 계약

TV | Technology Valuation | 정책/제도

기술 가치 평가

TV | Towed Vulcan | 무기체계

견인 발칸

TVA | TV(Technical View) architecture | 

사업/계약관리

기술 관점 아키텍처

U.S NCSC | U.S National Computer Secu-

rity Center | 정책/제도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

UA | Unearned Advance | 사업/계약관리

초과 수령 자금

UA | Unusual Attrition | 전력지원체계

비정상 마모

UAV | UAV | 무기체계

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무인항공기를 뜻한다. 적외선 감지기, 비

디오 카메라, 기상레이더 등을 갖추어 적진을 정

찰하고, 미사일을 장착하면 공격도 가능하다. 우

리 군에서는 군단에서 표적탐지용으로 운용할 목

적으로 개발한 무인정찰기를 UAV라고도 부르

며, 통상명칭은 송골매, 모델명은 RQ-1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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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무기체계

무인 비행체

UAV | Unmanned Aerial Vehicle | 무기체계

무인 항공기

UB | Utility Bill | 정책/제도

공과금

UB | Unlawful Bidding | 사업/계약관리

불법 투찰

UC | Unaccepted Case | 사업/계약관리

미접수 케이스

UC | Undistributed Cost | 사업/계약관리

미분배 원가

UC | Use Control | 행정공통

사용 통제

UCE | Use Control Equipment | 행정공통

사용 통제장비

UCMS | Unit Cod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국방 부대 코드 관리 체계

UD | Ultraviolet Detector (Sensor) | 행정공통

자외선 감지기

UD | Unit Distribution | 행정공통

부대 분배

UDODAS | US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 정책/제도

미 국방부 획득체계

UE | Unit Equipment | 전력지원체계

단위 장비

UE | Unit Equipment | 행정공통

부대 장비

UF | UV Filter | 행정공통

자외선 필터

UI | Unavailable Item | 행정공통

사용 불능품

UI | Unit Item | 행정공통

단위 품목

UI | Unused Item | 전력지원체계

불용품

UIC | Unit Identification Code | 정책/제도

부대 식별부호

UL | Unconfirmed LC | 정책/제도

미확인 신용장

UL | Usance LC | 사업/계약관리

기한부 신용장

UL | Useful Life | 사업/계약관리

내용 연수

ULL | Useful Life Longevity | 사업/계약관리

유용 수명

UM | Unbalanced Measure | 정책/제도

불균형 수단

UM | Unit Marking | 전력지원체계

단위 부대 식별부호

UM | User Maintenance | 전력지원체계

사용자 정비

UMCP | Unit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 

행정공통

부대 정비 수집소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 | UN國際賣買協約 | 

사업/계약관리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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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이

라고 하며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다. 유엔

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약은 국제 연

합 국제 무역법 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

년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

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빈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

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

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

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UO | Unit Organization | 행정공통

단위 부대

UO | Unit Organization | 행정공통

부대 편성

UO | Unliquidated Obligation | 사업/계약관리

미청산 채무보전자금

UOC | Usable On Code | 정책/제도

사용성 부호

UOF | Unit Of Functionality | 사업/계약관리

기능 단위

UOI | Unit of Issue | 정책/제도

불출 단위

UOM | Uncertainty of Measurement | 정책/제도

측정 불확도

UOM | Unit Of Measure | 정책/제도

측정 단위

UP | Unit Price | 사업/계약관리

단가

UP | Unit Procurement | 행정공통

부대조달

UP | Unit Protection | 행정공통

부대 방호

UP | Urgency Procurement | 정책/제도

긴급 조달

UPB | Unit Price Bid | 사업/계약관리

단가 입찰

UPC | Unit Price Contract | 사업/계약관리

단가 계약

UPIL | Unit Procurement Item List | 행정공통

부대조달 품목

UPIS | Uni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 정책/제도

부대조달 정보체계

UPSD | Unit Procurement Side Dish | 

사업/계약관리

부대조달 부식

UPSOI | Unit Price Sign of Indication | 

사업/계약관리

단가 표시부호

UQOD | Unit Quantity of Demand | 행정공통

단위 소요량

UR | Uniform Regulation | 정책/제도

복제 규정

UR | Unit Replacement | 행정공통

부대 보충

UR | Unlimited Rights | 사업/계약관리

무한 권리

UR | Use Rescission | 행정공통

용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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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P | Urethane Resin Paint | 정책/제도

우레탄 수지도료

US | Unconditional Surrender | 행정공통

무조건 항복

US | Unit Software | 사업/계약관리

단위 소프트웨어

US | Unit Structure | 행정공통

부대 구조

US | Unmet Standards | 정책/제도

기준 미충족

USA | Unit System Architecture | 정책/제도

단위체계 아키텍처

USDC | Using Service Designator Code | 

정책/제도

사용군 부호

USDC | Using Service Designator Code | 

정책/제도

사용군 지정부호

USV | Unmanned Surveillance Vehicle | 

무기체계

무인정찰기

UT | Unit Task | 정책/제도

단위 과제

UT | Universal Time | 정책/제도

만국 표준시간

UT | Unmanned Technology | 사업/계약관리

무인화 기술

UT | User Test | 전력지원체계

사용자 시험

UTP | Unfair Trade Practices | 정책/제도

불공정 거래행위

UWB | Ultra Wideband | 사업/계약관리

광대역 주파수

V&A | Verification·Validation & Accr-

editation | 정책/제도

검증·확인·인정

V/V | Validation/ Verification | 행정공통

확인(검증)

VA | Value Added | 사업/계약관리

부가가치

VA | Virtual Advertisement  | 행정공통

가상 광고

VAC | Variance at Completion | 정책/제도

최종 사업비 편차

VAT | Value Added Tax | 사업/계약관리

부가가치세

VB | Venture Business | 정책/제도

벤처기업

VFCP | Value for Contract Performance | 

사업/계약관리

계약 대금

VFM | Value For Money | 행정공통

적격성 조사 제도

VHDL | VHDL | 정책/제도

VHSIC(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접적회로(IC)의 설계를 위한 디지털 회로들의 기

능과 구조를 묘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래

밍 언어이다.

VI | Validate Interoperability | 정책/제도

상호 운용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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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 Visual Inspection | 정책/제도

육안 검사

VL | Valid Loadage | 무기체계

유효 적재량

VM | Velocity Management | 행정공통

속도 관리

VMF | Variable Message Format | 

사업/계약관리

가변 메시지포맷

VMI | Vendor Managed Inventory | 

사업/계약관리

공급자 재고 관리

VO | Virtual Office  | 행정공통

가상 사무 공간 

VPN | 假像私設網 | 전력지원체계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

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서비스로 

VPN 장비를 통해 해당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에 

보안성 높은 회선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방위사

업청에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협업체계), 국

방통합원가시스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VPN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PC에 VPN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별도의 

VPN ID 부여 및 승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VR | Verification Requirements | 정책/제도

검증 요구 사항

VRDO | Verification Redistribution Order | 

사업/계약관리

재분배 확인서

VRT | Virtual Reality Technology | 정책/제도

가상 현실 기술

VS | Valuable Securities | 사업/계약관리

유가 증권

VS | Volatility Supplies | 행정공통

휘발성 물자

VSSS | Very Small Size Satellite  | 무기체계

초소형 위성 

VT | Verseas Training | 정책/제도

국외 교육

WA | Wartime Availability | 행정공통

전시 가용량

WA | Wassenaar Arrangement | 정책/제도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 정책/제도

바세나르 체제

WA | Web Accessibility  | 정책/제도

웹 접근성 

WA | Web-Based Attack  | 정책/제도

웹 기반 공격 

WA | Works Analysis | 정책/제도

사업 분석

WA | Writing-down Allowance | 

사업/계약관리

감가 상각 공제

WAP | Weapon a Petition | 행정공통

무기 건의서

WB | War Budget | 사업/계약관리

전시 예산

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 

사업/계약관리

업무 분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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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 | Work Breakdown Structure | 

사업/계약관리

작업 분할 구조

WC | War Crime | 행정공통

전쟁 범죄

WC | Weighted Coverage | 행정공통

중점 방어 방공

WCR | Wartime Consumption Rate | 행정공통

전시 소모율

WCR | Work Completed Rate | 사업/계약관리

기성률

WD | Working Design | 사업/계약관리

실시 설계

WDD | Working Design Drawing | 

사업/계약관리

실시 설계서

WE | Warfighting Experimentation | 

행정공통

전투 실험

WEA | Warfighting Enterprise Architecture | 

정책/제도

전장 아키텍처

WEAMS | Warfighting Enterprise Archi-

tecture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전장 아키텍처 관리체계

WEB | Wireless Electronic Bidding | 

전력지원체계

무선 전자입찰

WEI | Weapon Effectiveness Indices | 

무기체계

무기 효과지수

WEI(WUV) | Weapon Effectiveness Index-

(Weighted Unit Value) | 행정공통

부대 가중치

WF | Wearout Failure | 전력지원체계

마모 고장

WF | Working Fund | 사업/계약관리

활용자금

WG | War Game | 정책/제도

전쟁 모의

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 

행정공통

전시 주둔국 지원

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 

행정공통

전시 지원 협정

WI | Wireless Information | 전력지원체계

무선 정보

WIP | Work in Process | 사업/계약관리

재공품

WISEMAN | Weapon system information 

Integration for System Engineering and 

MANagement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설계 형상관리 정보체계

WLC | Weapon Life Cycle | 정책/제도

무기체계 수명 주기

WLSC | Wartime Logistcis Support Capa-

bility | 행정공통

전시 군수지원 능력

WLSM | Wartime Labor Service Mobilization | 

행정공통

전시 근로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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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 Winter Material | 행정공통

월동 물자

WM | Working Management | 정책/제도

업무 관리

WMA-A | Warfighting Mission Area - Arc-

hitecture | 정책/제도

전장관리 임무영역 아키텍처

WMD | Weapons of Mass Desctruction | 

정책/제도

대량 살상 무기

WMR | War Materiel Requirement | 행정공통

전쟁 물자 소요

WMS | Working Management System | 

정책/제도

업무 관리 시스템

WO | Work Order | 사업/계약관리

작업 명령서

WOB | Weight On Board | 행정공통

적재 중량

WP | War Plan | 행정공통

전쟁 계획

WP | Warranty Period | 사업/계약관리

하자 보증 기간

WP | Water Paint | 전력지원체계

수성 도료

WP | Work Package | 정책/제도

작업 패키지

WP | Work Products | 사업/계약관리

작업 산출물

WR | Wartime Resupply | 행정공통

전시 재보급

WR(WRM) | War Reserves (War Reserve 

Material) | 행정공통

전쟁 예비품

WRC |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 정책/제도

세계 전파통신 회의(WRC)

WRI | War Reserve Item | 행정공통

전비품

WLR-X사업 | WLR-X事業 | 무기체계

Weapon Locating Rader-eXperimental Project

차기탐지레이더는 적의 타격수단을 탐지하여 

주 타격수단과 연동이 가능하고, 표적획득수단

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 우수한 대포병

탐지레이더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외구매

(WLR-X사업(2차)) 및 국내개발예정(차기탐지

레이더) 사업이다.

WRRM | 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 

사업/계약관리

전시 대비 비축 물자

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 

행정공통

동맹국 전쟁 예비 물자

WRSK | War Readiness Spare Kit | 행정공통

전쟁 대비 수리 부속

WS | Warfare Simulation | 정책/제도

전쟁 모의 실험

WS | Weapon System | 무기체계

무기체계

WS | White Shark | 무기체계

백상어

WS | Work Scrap | 사업/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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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물

WS&FSS | Weapons System and Force Su-

pport Systems | 정책/제도

무기체계 및 전력 지원 체계

WSAOE | Weapon System Analysis of Effect | 

정책/제도

무기체계 효과 분석

WSAOI | Weapon System Acquisition of 

Information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 획득 정보

WSI | Weapon System Information | 

정책/제도

무기체계 정보

WSP | War Stock Pile | 행정공통

전쟁 비축 물자

WSRAD | Weapons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연구개발

WSS | Weapon System Selection | 사업/계약관리

무기체계 선정

WSSFFAF | Wartime Standard Support For 

Foreign Armed Forces | 사업/계약관리

전시 외국군 동맹국 표준 지원제도

WT | War Trophy; Booty | 행정공통

전리품

WUC | Work Unit Code | 행정공통

작업 단위 부호

WWMCCS | 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 행정공통

범세계 군사 지휘 통제 체계

WWRS | Worldwide Warehouse Redi-stri-

bution Service | 정책/제도

범세계 재분배 제도

XK-239 | XK-239 | 무기체계

XK-239

차기다련장(천무)의 고유명칭(모델)이다.

YM | Yoke Method | 사업/계약관리

계철법

YOAMC | Yearly Operation and Main-

tenance Cost | 사업/계약관리

연간 운영유지비

ZBR | Zero Balance Rate | 행정공통

재고 고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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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국가 재고 번호 품목 

| ‘37’國家在庫番號品目 | 사업/계약관리

National Stock Number Item

‘37’국가재고번호는 대한민국 군수품의 국가재고

번호로서 나토(NATO)에서 부여한 대한민국 군

수품의 국가재고번호이며,  ‘37’국가재고번호 품

목은 국내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ㆍ외에서 독

자적으로 개발된 품목 또는 외국 제품 중 국내개

발 시 형상 등이 기존품목과 다르게 개량된 품목

이다. ‘37’국가재고번호의 부여대상은 대체로 연

구개발 품목, 성능 및 품질개선품목, 국내 기술

에 의거 조립생산 된 품목, 국내생산 사용품 중 

군수품으로 대체된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국가재고번호(National Stock Number : 

NSN) :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

가에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부

호(FSC)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의 국가

부호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7자리는 품목

식별번호(IIN)로 구성되어 있다.

2. 국가부호국부호(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 NCB Code) : 국가재고번호 중 

군급분류번호(FSC) 다음 2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각 국별 부호는 다음 표와 같다.

127밀리 함포 탄약 | 127milli 艦砲彈藥 | 무기체계

127milli Naval Gun Shell

08년도부터 전력화된 해군의 주력함포인 127밀

리 함포용 탄약으로 ‘05~’08기간 중  국내개발에 

성공하였다.

1차 협력 업체 | 1次 協力業體 | 사업/계약관리

1st Cooperative Firm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

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S19 자주포 | 2S19自走砲 | 무기체계

2S19 Self-propelled Artillery

러시아에서 개발한 최대사거리 29km, 전투중량 

42톤, 방열 및 사격통제를 수동 통제하는 최고 

수준의 자주포이다.

2단계 경쟁 입찰 | 2段階 競爭入札 | 

사업/계약관리

2nd Competitive Bidding

1.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

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

약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단계로 규격 및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2단계로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 기술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한 후에 가격으로 경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

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단계 경쟁입찰은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2.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우선 실시하고 적격자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토록 하

는 제도를 말한다. 입찰 전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한 사례로는 육군전술 C4I체계 시험평가용 

상용장비를 들 수 있다.

2차 협력 업체 | 2次 協力業體 | 사업/계약관리

2nd Cooperative Firm

1차 협력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

는 법인을 말한다.

30mm 자주 대공포 | 30mm自走對空砲 | 

무기체계

Self-Propelled AA 30mm Twin-Gun System

30mm자주대공포는 K-30 비호의 사업명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30mm 쌍열 대공화기로 적 

항공기의 저공 기습으로부터 아군의 주요 시설 

및 지상 기동부대 방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무기

부호 국   가 부호 국   가 부호 국  가

00 미   국 22 덴 마 크 32 싱가포르

01 미   국 23 그 리 스 33 스 페 인

11 NATO 표준 24 아이슬란드 34 말레이지아

12 독   일 25 노르웨이 35 태    국

13 벨 기 에 26 포르투갈 36 이 집 트

14 프 랑 스 27 터    키 37 대한민국

15 이탈리아 28 룩셈부르크 66 호    주

17 네덜란드 29 아르헨티나 70 사우디아라

18 남아프리카 30 일    본 98 뉴질랜드

21 캐 나 다 31 이스라엘 99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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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다. 무기의 연구와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두산 DST 등 국내 방위사업체가 참여

해 전력화에 이르렀다.  1983년 개발에 착수하여 

1991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보완과정을 거쳐 

1996년 비로소 초도 생산에 착수, 여러 차례의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1999년 육군에 처음 인도

됐다. K-30 자주대공포 체계는 한국형 장갑차 

위에 포탑을 장착한 것으로 30mm 쌍열포를 중

심으로 각종 표적 탐지와 추적 장비, 사통 컴퓨

터 및 사용자 콘솔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포탑

에 장착된 포 체계의 경우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KKCB 자동식 포 2문을 장착하고 있는데 각각의 

포체계는 HE, HE-I 탄을 분당 600발 가량 발사

할 수 있다. 차체는 K-200의 차체를 기본으로 

했으나 K200보다 보기륜을 1개 추가했고, 520

마력의 D-2480L형 디젤엔진과 HMPT-500EK 

무단자동변속기를 각각 장착하고 있다. 이와 함

께 피아 식별과 이동표적 식별 능력을 가진 탐지 

레이더가 탑재됐는데 탐지 레이더는 사통 컴퓨터

와 탐색 중 추적 기능을 통해, 연동돼 탐지된 표

적 정보를 전자 광학 추적기 및 조준 유닛으로 

전달해 표적 추적이 용이하게 했다. 

표적의 17km에 이르는 거리를 탐지할 수 있으

며 7km에 걸쳐 추적이 가능하고 레이시온사에

서 개발해 삼성전자가 생산한 전자광학식조준경

을 이용해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40mm/L70(T)2연장 함포 

| 40mm/L70(T)2連裝艦砲 | 무기체계

40mm Twin Naval Gun System

☞ 노봉

6개월 운영 자금 

| 6個月運營資金 | 사업/계약관리

미 국방재무회계본부(DFAS)의 인출소요에 대

비하는 FRB 대기성 운영자금으로 대금청구서

(Billing Statement) 발행 직전 6개월간 인출액

을 평균한 금액에 6개월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88전차 | 88戰車 | 무기체계

88-Tank

K1전차의 통상명칭이다. 

☞ K1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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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sistant Branch Of The Military Service 지원 병과

A Lease Loan Grants 전세 대부지원금

A Lease Loan Interest 전세 대부 이자

A Regular Meeting 정례 회의

A Research Organization / Research Agency 연구 기관

A Sham[trial] Examination 모의시험

Abbreviated Test 간이 성능 시험

ABC System Of Inventory Management 선택적 ABC 재고관리

ABC System Of Inventory Management 선택적 재고관리

Ability Development Request 능력 개발 요구서

Ability Maturity Model 상호운용성 성숙도 모델

Ability Production Request 능력 생산 요구서

Abnormal Depletion 비정상적 감손

Abolition 폐기

Academy Research Institute Agency 아리아

Acceleration Test 가속 시험

Acceped Case 수락 케이스

Acceptance 수락

Acceptance 오퍼 수락

Acceptance Inspection 수락 검사

Acceptance Test 수락 시험

Acceptance Trial 인수 시운전

Acceptance Trials 납품 검사

Acceptance, Receipt 수령

Access Point 액세스 포인트

Accessibility 접근성

Accessorial Cost 부가 비용

Accessorial Cost 부대 비용

Accessorial Cost 부대비

Accessories 부수품

Accessories, Component, Parts, Unit 부분품

Accident Equipment 사고 장비

Accidental Error 우연 오차

Account Code 계정 과목

Accountant 계약관

Accounting 회계

Accounting Price 계산 가격

Accuracy Of Fire / Fidelity 정확도

Accuracy of Measurement 측정 정확도

Accured Costs 발생 원가

Achieved Availability 달성 가용도

Achieved Availability 성취 가용도

Acid Proof Test 내산 시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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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Advice Code 획득 건의 부호

Acquisition Advice Code 획득 조언 부호

Acquisition Logistics 획득 군수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획득 관리 체계

Acquisition Method Code 사업추진 방법 부호

Acquisition Plan 획득 계획

Acquisition Price 취득 가격

Acquisition professional staff positions 획득 전문 인력 직위

Acquisition Strategy 사업추진 기본전략

Acquisition Streamlining and Standardization  미국 표준화정보체계
Information System

Acquisition Type 획득 형태

Acquisition/ Capture 획득

Acrylic Resin Paint 아크릴 수지 도료

Action Officer 실무 장교

Active Array Antenna 능동 배열 안테나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ctive Phased Array Radar

Active Homing Guidance 능동 호밍 유도

Active Item 사용 품목

Active Jamming 능동 전파 방해

Active Mod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능동 유기 발광 다이오드 

Active Operating Sonar / Active Sonar / Active Sonar Unit 능동 소나

Active Protection System 능동 방호 장치

Active Radar 능동형 레이더

Active Satellite 능동 위성

Active Sonar Detection 능동 소나 탐지

Activity Based Costing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ctual Cost 실비용(실투입 비용)

Actual Cost 실제 발생 원가

Actual Cost, Actual Cost Of Work Performed 실투입 비용

Actual Direct Costs 실제 직접비용

Actual-count Inventory 실셈 재물조사

Adaptive Form 적응형

Additional Tax 부가세

Additive Level 부가정수

Adherence Test 부착시험

Adhesion Test 부착검사

Adjusting Of Contract Amount 계약 금액 조정

Adjustment By Fluctuations In Prices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Adjustment Factor 조정 계수

Adjustment Reply Code 조정 응신 부호

Administered Price 관리 가격



색
인

711

Administrative Domain 관리 도메인

Administrative Order / Directive 지휘 명령

Administrative Referential Value 업무 참고적 가치

Administrative Surcharges 관리비 할증료

Advance Element 선발대

Advance Payment, Cash In Advance 선급금

Advance Received 선수금

Advance, Prepaid Advance Payments 선금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개념 기술시범

Advanced Medium Range Air-to-Air Missile 암람

Advanced Operation & Mainenance Training Center 이지스 전투 체계 교육 훈련장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신기술 시범

Advanced Technology Demonstration 첨단기술 시범

Advanced Technology Vehicle Project, Research project 연구 과제

Advisory Circular 보조 지침서

Adware, Spyware 스파이웨어

Aerodynamic Analysis 공력 해석

Aerodynamic Coefficient 공력 계수

Aerospace Engineering 항공 우주공학

Aerospace Industry 항공 우주 산업

Affairs Ministry Department 업무 소관부서

Agencies Undertaking 기관간 약정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 과학 연구소

Agency for Defense Technical Investigation Paper 국방 과학 기술 조사서

Agent 대리인

Agent 무역 중개업자

Aggressor Forces 대항군

Agreement / Convention/ Memorandum Of Agreement 협정

Agreement Designee 계약 담당원

Agreement of Joint Implementation 공동 이행 방식

Agreement of Joint Supply and Demand 공동 수급 협정서

Air Drop 공중 투하

Air Regulator 공기압 조정기

Air Tactical Command Post 공중 전술 지휘소

Air Terminal 공수 취급소

Airbreathing Rocket 공기 흡입 로켓

Aircraft 항공기

Aircraft On The Ground 불가동 항공기

Airframe 항공기 기체

Airlift 공수

Airlift Control Center 공수 통제 본부

Airmobile Helicopter 기동 헬기

Airspace Control 공역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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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space Control Center 공역 통제소

Airspace Control Element 공역 통제반

Airspace Control Measures 공역 통제 수단

Airspace In A Combat Area 전투 지대 공역

Airworthiness 감항성

Airworthiness / Seaworthiness 감항 능력

Airworthiness Alert 감항성 경보

Airworthiness Certificate 감항 증명

Airworthiness Certification 감항 인증

Airworthiness Certification Board 감항 인증 심의위원회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감항 인증 전문 기관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감항 인증 주관 기관

Airworthiness Technical Working-Level Committee 감항 인증 기술 실무 위원회

Alarm System 경보망

Alienation Speed 이반 속도

Alkaline Battery 알칼리 전지

Alkyd Resin Paint 알키드 수지도료

All Or None Basis Purchase 총액제 구매

All Risk 전위험 담보조건

All View Architecture 공통 관점 아키텍처

Alliance 동맹

Allocated Baseline 개발 기준

Allocation of Forces 부대 할당

Allocation, Apportionment 배정

Allowance List 정수표

Alternate Logistic Support Analysis Code 대체 부호

Alternate Source 대체공급원 확보

Alternative Supply 대체 조달

Alternative System Review 체계 대안/개념 검토

Amendment Of Offer And Acceptance 개정 오퍼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미국 표준협회

Ammunition 탄약

Ammunition Carrier Armored Vehicle K-55용 탄약운반장갑차

Ammunition Identification Code 탄약 식별 부호

Ammunition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저장 탄약 신뢰성 평가

Ammunition Stockpile Test Procedure 저장 탄약 시험 절차서

Ammunition Supply Point 탄약 보급소
Amni-Directional Defense Strategy 

Amount Of Work Completed 기성고

Amount Payable 미지급금

An Expert Committee 전문위원회

An Input 투입량

AN/TPQ-37 AN/TPQ-37 대포병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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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Integrated Circuit 아날로그 집적 회로

Analysis 분석

Analysis Evaluating 분석 평가

Analysis Evaluation System 분석 평가체계

Analysis of Alternatives 대안 분석

Analysis of Alternatives 절충 분석

Analytical Condition Inspection 상태 분석 검사

Annexed Paper 별지

Annual Plan 연차 계획

Annual Revenue-Expenditure budget 세입 세출 예산

Annual Schedule 연간 계획

Antiballistic Missile 전략 방어 유도탄

Anticipated Reimbursements 예상 상환 예산

Appeal 이의 제기

Applicability Test 적용성 시험

Applicant 신청인

Application / Claim; Request 청구

Application Code 적용장비 부호

Application Group Codes 적용장비 그룹 부호

Application Ratio 적용 비율

Application Year(X-year) 적용년도(X년)

Applied Research 응용 연구

Appointed Companies For Mobilization 동원 지정 업체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 Mobilization Assignment 동원 지정

Apportioned Effort 비례 작업

Appropriate Lot Size 적정 로트 크기

Approved Item Name 지정 품명

Approximate Cost 개산 원가

Approximate Price 개산 가격

AR Based Information Search  증강 현실 기반 정보 검색 

Aramid Fiber 아라미드 섬유

Arc 아크 방전

Architectural Coatings 건축용 도료

Architecture 아키텍처

Architecture Framework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Architecture Product Metadata 아키텍처 산출물 메타데이터

Area Damage Control 지역 피해 통제

Arithmetic Mean 산술 평균

Armament 군비

Armament Technology 무장 기술

Armed Services Board of Contract Appeals 미 국방부 계약법 분쟁위원회

Armored Cable 외장 케이블

Arms Control / Management Of Military Expenditure 군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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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s Export Control Act 무기 수출 통제법

Arms Race 군비 경쟁

Arms Transfers 무기 이전

Arrangement 약정

Arrangement plan , Layout Planning Site Plan 배치 계획

Array 배열

Arrival Notice 화물 도착 통지서

Arsenal 조병창

ARTHUR 아서

Articulated Robot  다관절 로봇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 인공 지능기술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 신경 회로망

Artillery Force Simulation Model 포병 모의 모델

Asia-Pacific Telecommunity 아태지역 통신협의체(APT)

Assembly 결합체

Assembly Area 집결지

Assembly Mortality Rate 조립 폐기율

Assembly Product 조립 생산

Assessment, Evaluation 평가

Assets / Property 자산

Assets / Property 재산

Assignee 양수인

Assigner 양도인

Assignment, Disposition, Transfer, Transference 양도

Assistant 보조원

Asymetric Key Algorithm 비대칭 키 알고리듬

Atomic Cloud 버섯 구름

Atomic Energy Act 원자력법

Attachment 배속

Attribute 속성

Attrition 자연적인 소모

Attrition Rate 마모율

Attrition rate schedule 감손율 조사표

Audible Signal 가청 신호

Audible Sound 가청음

Audio Frequency 가청 주파수

Audio Visual Equipment Stage 시험 개발 단계

Audit / Inspection 감사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감사 담당자

Audit Logging  감사 기록 

Audit Review / Supervision 감리

Audit Team 감사단

Auditor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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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 감사자

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

Australia Group 호주 그룹

Authorized Allowances Of Supplies 인가 보급량

Authorized Demand 인가 소요

Authorized Item Identification Data Receiver 자료 접수기관

Authorized Parts List 인가 부속품 목록

Authorized Stockage List 인가 저장목록

Auto Lock, Homing, Lock On, Radar Homing 레이더 호밍

Automated Defense Integrated Supply Cataloging System  국방 보급 목록 체계
/ Defense Supply Cataloging System 

Automatic Control 자동 제어

Automatic Defense Integrated Logistics Cataloging System 국방 군수 목록 체계

Automatic Supply 자동 보급

Automatic Supply 추진 보급 지원

Automotive Event Data Recorder  차량용 블랙박스

Auxiliary Equipment 보조 장비

Availability 가용성(도)

Availability Mean 평균 가용도

Available Assets 가용 자산

Available Budget 가용 예산

Available Funds 가용 자금

Available Man-Hour 가용 인시

Available Rate 가동률

Available Supply Rate 가용 보급률

Available Time 가용 시간

Available To Load Date 적재 가용일

Average Level Of Supply 평균 보급 수준

Average Wage 평균 임금

Avionics 항공 우주 전자 공학

Back Date BL 소급일자 선하증권

Back Order 발주

Back To Back LC 동시 개설 신용장

Backdoor Contract 비밀 계약

Balance Of Trade 무역 수지

Balance Sheet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Income Statememt 손익 계산서

Balanced Score Card 균형 성과 지표

Bandwidth / Frequency Bandwidth 대역폭

Banking Off-set Credits 절충 교역 가치 축적

Bar Code 바코드

Barrier 장벽

Barter 물물 교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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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er System / Barter Trade 구상 무역

Base 기지

Base Depot 기지창

Base Fuze 탄저 신관

Base Line 기준/기준선

Base Pay 기본급

Base Price 기준 가격

Base Price 기준가

Base Procurement 기지 조달

Base Year 기준 연도(목표예산연도, X년)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Basic Budget / Original Budget 본예산

Basic Date/ Fiscal Year 회계 연도

Basic Doctrine 기준 교리

Basic Load 기본 휴대량

Basic Mortality Rate 기본 폐기율

Basic Ordering Agreement 한도액 계약

Basic Ordering Agreement 한도액 구매

Basic Ordering Agreement: 한도액 구매 주문 계약

Basic Performance 기본 성능

Basic Reduction Rate 기준 감액률

Basic Research 기초 연구

Basis Man-hour 기초 공수

Basis Price 기초 금액

Batch Job 배치 작업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포병 대대 사격 지휘 체계

Battle Command 전투 지휘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전투 지휘 훈련

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전투 지휘 훈련 계획

Battle Damage Assessment 전투 피해 평가

Battle Management System 전장관리 정보체계

Beach Dump 해안 집적소

Bearingless Rotorhub 무베어링 로터 허브

Behavioral Analysis 거동 분석

Belligerency Country 교전국

Bench Check 기능 점검

Bench Marking 벤치마킹

Bench-Mark 기준 수준점

Best And Final Offer 최종 오퍼

Bid 입찰

Bid Bond 입찰 보증금

Bid Guide 입찰 안내서

Bidder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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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ding for the period 입찰공고 기간

Bidding Price 입찰가격

BII Basic Issue Item 기본 불출 품목

Bill 어음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ill of Materials 부품/BOM 목록

Bill of Materials 자재 명세서

Billing Statement 대금 지불 청구서

Bio-Electronics 생체 전자 공학

Biotechnology 생명 공학

Black Propaganda 흑색 선전

Blanket Order 총괄 구매

Blitzkrieg 전격전

Blocking / Interdiction 차단

Blue Shark 청상어

Blueprint 설계도

Bookkeeping 부기

Books 장서

Books Printing Expenses 도서인쇄비

Boom 붐

Bottom Influence Mine 해저 감응 기뢰

Bottom Mine 해저 기뢰

Bouguer Correction 부게 보정

Bounce Back 바운스 백

Boundary 전투 지경선

Branch 분기 커버리지

Break Even Point 손익 분기점

Briefing 브리핑

Broad Band 광대역

Broadband Antenna 광대역 안테나

Brown Powder 갈색 화약

Bubble Phenomenon 버블 현상

Budget 예산

Budget 예산 내용

Budget Allocations 예산 배정

Budget Authority 예산 지출 승인

Budget Carried-Over 예산 이월

Budget Document 예산 문서

Budget Item 예산 과목

Budget Item Structure 예산 과목 구조

Budget Operate 예산 운영

Budget Principle 예산 원칙

Budget Project Code 군수 예산 사업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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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get request 예산 요구서

Budget Reviews 예산 사정

Budget Structure 예산 구조

Budget Type 예산 종류

Budget Year 예산 연도

Budgeted Cost For Work Performed, Earned Value 성과 가치

Budgeted Cost for Work Scheduled / Planned Value 계획 가치

Bug / Defect / Deficiency 결함

Build 빌드

Build Lease Transfer 민간투자사업 BLT

Build Operate Transfer 민간투자사업 BOT

Build Own Operate 민간투자사업 BOO

Build Transfer Lease BTL 민간투자사업 BTL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투자사업 BTO

Builder’s Trial 건조자 시운전

Building Coverage 대지 건물 비율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Building Record Card 건물 이력 카드

Buildup 증강

Built-in Test Equipment 자체 시험장비

Bulk Storage Tank 대량 유류 저장시설

Burden Charge 부담금

Burden of Proof 거증 책임

Burden Of Proof/ Onus Of Proof 입증 책임

Burget Organization System 예산 편성 체계

Burn-in 초기 고장 배제

Business Allotment 기업 부담금

Business Analysis 경영 분석

Business Concerns 사업조직

Business Division 업무분장

Business License 사업자 등록증

Business Number 사업 번호

Business Of Privately Led 업체 주도 사업

Business Plan 사업 계획서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비지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 등록 증명원

Buy Back 환매

Buy-Back 재판매

Buyer 매수인

Buying and Selling 매매

Buying Power 구매력

Buying Price 구매 실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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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oduct 부산물

Cadre Organization 기간 편성

Calibration 검교정

Calibration 교정

Calibration Interval 교정 주기

Calibration Test 교정검사

Camouflage Net 위장망

Can I apply for a tax loan-support programs 전세금 대부지원제도

Canceled Case 취소 케이스

Cannibalization 동류 전용

Capability 능력

Capability Maturity Model 조직 성숙도 평가모델

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능력 성숙도 모형 결합

Cargo Delivery Receipt 화물 인도 영수증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 보험료 지급 조건

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 조건

Carrier 운송인

Carrying Out 반출

Carry-over from Previous Year 지난 해 수입

Case Amendments 케이스 개정

Case Designator 케이스 지정 명칭

Case Descriptions 케이스 설명

Case Identifier 케이스 식별 부호

Case Implement Date 케이스 시행일자

Case Modification 케이스 수정

Cash Prior to Delivery 인도전 대금 지급

Catalog 목록화

Catalog Data 목록화 자료

Catalog Item Supporter Code 품목 지원군 부호

Catalog List Data Base 목록 데이터베이스

Catalog manual 목록화 교범

Catalog, Category, Inventory 목록

Catch-all System 캐치올 제도

Category of Maintenance; Level of Maintenance 정비 계단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지출 원인 행위

Cdr’s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  지휘관 주요 첩보 요구
Commander Critical Information Requirement

Ceiling 씨링 보급제도

Celsius Degree 섭씨 온도

Center Of Gravity 무게 중심

Center Of Gravity 중심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관계 중앙 행정 기관

Central Control / Centralized Control 중앙 집중 제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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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nventory Control 중앙 재고통제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Centralized Control 집권화 통제

Certificate 공인 인증서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

Certificate of Confornmance 품질보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검사증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ion 인증 제도

Certification Audit Defenc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

Certification Basis 인증 기준

Certification of Calculation 계산 증명

Chain of Command 지휘 계통

Chain Of Evacuation 후송 계통

Chang Bo-go Class Submarines 장보고급 잠수함

Change Control 변경관리

Change of Operational Control 작전 통제권 이양

Channel of Distribution 분배 계통

Charter Contractor 용선 계약

Charter Party BL 용선 계약 선하증권

Check 검수

Check / Monitoring 점검

Chemical Materials Stockpile Reliability Program 저장 화생방 물자 신뢰성 평가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 무기 금지 협약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Agency 감항 인증 전문 기관의 장

Chief of Airworthiness Engineering Center 감항 인증 주관 기관의 장

Chip And Antenna F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주파수용 칩과 안테나

Choice Quality Assurance 선택 품질 보증

Chung-Mu Plan 충무 계획

Cirticality Analysis 치명도 분석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민원 사무

Civil Affairs Agreement 민사 협정

Civil Complaints 고충 민원

Civil Defense 민방위

Civil 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민·군 기술협력 진흥센터

Civil Petitioner 민원인

Civil Requirement 민수

Civilian Standard 민수 규격

Civilian Standards 민수 표준

Civilian Type Item 민수 품목

Claim 클레임

Claim for Compensation 구상

Clandestine Communication Technique 비밀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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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종

Classification 분류

Classification List 분류 목록

Clean Bill Of Lading / Clean Form BL 무고장 선하증권

Clear Field of Fire 사계 청소

Clearance Capacity 반출 능력

Close Maintenance Support 근접 정비 지원

Close of a Business Year 결산 연도

Closed Case 종결 케이스

Closed Inventory Method 폐창식 재물 조사

Closing Accounts 결산

Closs Leveling 전환 지불

Cloud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 

Cluster bomb Performance 다목적 정밀 유도 확산탄

CN-235 Simulator CN-235 시뮬레이터

Coaxial Cable 동축 케이블

COBRA 코브라

Code Coverage 코드 실행률

Code Data 코드 데이터

Code Word 음어

Collecting Point 수집소

Collection 수집

Collection & Classfication 수집 및 분류

Collective Protection 집단 방호

Combat Area 전투 지역

Combat Consumption 전투 손실

Combat Critical Repair Parts 전투 긴요 수리부속

Combat Development 전투 발전

Combat Development Support Element 전투 발전 지원요소

Combat Effectiveness Weapon 전투 효과 무기

Combat Emergency Capable 비상시 전투 가능 장비

Combat Loading 전투 적재

Combat Organization 전투 편성

Combat Power Concentration 전투력 집중

Combat Readiness 전투 준비 태세

Combat Reserve 전쟁 예비량

Combat Reserve Item 전투 예비 품목

Combat Service Support 전투 근무지원

Combat Service Support Center 전투 근무지원실

Combat Service Support Operation Center 전투 근무지원 운용 본부

Combat Service Support Order 전투 근무지원 명령

Combat Service Support Plan 전투 근무지원 계획

Combat Service Support Ship 전투 근무지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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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at Service Support Unit 전투 근무지원 부대

Combat Support 전투 지원

Combat Support Element / Combat Support Troops 전투 지원 부대

Combat Train 전투 치중대

Combat Zone 전투 지대

Combined Airlift Office 연합 공수 사무소

Combined Common User Item 연합 공용 품목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연합 권한 위임 사항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결합 재무 제표

Combined Interagency Coordination Group 연합 유관 기관 협조단

Combined Operation 연합 작전

Combined Security System 연합 보안시스템

Combined Standard Uncertainty 합성 표준 불확도

Combined Test 통합 시험

Combined Test Team 통합 시험 팀

Combined Transportation Movement Center 연합 수송 이동 본부

Come Back Alive 생환

Command 지휘

Command And Control Center 지휘 통제 본부

Command Authority 지휘권

Command Control Attack 지휘 통제 공격

Command Control Item 지휘 통제 품목

Command Inspection 지휘 검열

Command Relationship 지휘 관계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지휘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정찰 정밀 유도 무기
Precision Guided Munition

Command,Control,Communication,Computer,Intelligence 통합 전술 지휘 체계

Commander 지휘관

Commander’s Concept 지휘관 의도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Code 정부 및 업체 등록부호

Commercial Arbitration 상사중재

Commercial Invoice 상업 송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 상업 신용장

Commercial off the Shelf 상용품

Commercial Off the Shelf Application 상용품 적용

Commercial Procurement 상업구매

Commercial Procurement Contract 상업구매 계약

Commercial Purchase 상용 구매

Commercial Sale 상업 판매

Commercial Sale 상용 판매

Commercial Software 상용 소프트웨어

Commercialization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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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Type Items 상용 품목

Commissary Line 보급선

Commission 취역

Commission Paid 지급 수수료

Commodity 물품

Commodity Loading 혼성 적재

Commodity Management Act 물품관리법

Common Component 공통 컴포넌트

Common Cost 공통비

Common Cost Evaluation 공통 원가 심사

Common Criteria Certification CC 인증

Common Equipment 공통 장비

Common Literary Work  공유 저작물 

Common Maintenance Support 공통 정비 지원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공통 운용 환경

Communication Electronics Standing Instruction, 
Communications-Electronics Signal Instruction 

통신 전자 준칙

Communication Multiplexer 다중 송수신기

Communication Work 통신 근무

Communications Network Control 통신망 통제소

Communications Trunk 간선

Communications Zone 병참 지대

Communications-Electronics Operation Instructions 통신 전자 운용 지시

Comodity Group 물자 분류 그룹

Compatibility, Interchangeability 호환성

Compensation Of Arrears 지체 상금

Compensation Responsibility 변상 책임

Competitive Bidding 경쟁 입찰

Competitive Contract 경쟁 계약

Competitive Price 경쟁 가격

Competitiveness in Exports 수출 경쟁력

Compilation Of A Budget; Budget Formulation 예산 편성

Complete Overhaul 완전 분해수리

Complete Weapon 완성 병기

Completed Case 완료 케이스

Completely Knock Down 완전 조립생산

Compliance 적합성

Component 구성품

Component Based Design 컴포넌트 기반 설계

Component Based Development 컴포넌트 기반 개발

Component Forces 구성군

Component Improvement Program 구성품 개량 계획

Component Technology 컴포넌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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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Parts 부품

Composite Attribute 복합 속성

Composition 조성

Composition Amount 구성 수량

Comprehensive Analysis 종합 분석

Compulsory Execution 강제 집행

Compulsory Licensing 강제 실시권

Computation Media 전산매체

Computer Control Simulator 컴퓨터 통제식 시뮬레이터

Computer Maneuver Simulation 컴퓨터 도상 기동 모의

Computer Network Attack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Computer Software Component 소프트웨어 구성품

Concellation of Contract 계약 해제

Concept Based Requirement System 개념에 의한 소요 결정 체계

Concept of Operation / Operational Concept 운용 개념

Concept Research 개념 연구

Conceptional Phase 개념 형성 단계

Conceptual Design 개념 설계

Concession 특채

Concession Item 양허 품목

Conclusion of a Contract 계약의 체결

Concurrent Engineering 동시 공학

Concurrent Mobilization 동반 동원

Concurrent Production Code 동시 생산 부호

Concurrent Spare Parts 동시 조달 수리 부속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상태 기준 정비

Conduct Of War 전쟁 지도

Conference 협의회

Conference European of Postal and  유럽 우편전기통신 주관청회의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Configuration Audit 형상 확인

Configuration Baseline 형상 기준선

Configuration Control 형상 통제

Configuration Control 형상통제

Configuration Control Board 형상 통제 심의 위원회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형상 식별

Configuration Identification 형상 식별서

Configuration Item 형상 품목

Configuration Management 컨피규레이션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형상 관리

Configuration Management Item 형상 관리 품목

Configuration Standard 형상 기준

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형상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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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Status Accounting 형상 자료 유지

Configuration/ High Configuration 형상

Confirmation Of Purchase 구매 식별

Confirmed LC 확인 신용장

Conflict 분쟁

Conformity 합치성

Conformity / Fitness 적합

Connection / Splice 접속

Conscription 징집

Consignment Construction 수탁 공사

Consolidated Fund / National Funds 국고금

Consolidated Method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

Conspecific Equipment 동종 장비

Constant Error 계통 오차

Constant Price/ Constant Year Dollars 불변가격

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무정전 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건설 기술 관리법

Construction Cost 공사 원가

Construction Cost 공사비

Construction Implement Warranty 공사 이행 보증서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관리

Construction Mobilization 건설 동원

Construction Supervision 공사 감리

Construction Supervisor 공사 감독관

Construction Troops 시공 부대

Constructive 컨스트럭티브

Constructive Simulation 구성 시뮬레이션

Consulting 컨설팅

Consumable Item 소모성 품목

Consumables for Test 시험용 소모품

Consumption Rate 소모율

Contents 콘텐츠

Contents Management System 콘텐츠 관리 시스템

Contingency Retention Stock 비상 보유재고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계속비 계약

Continuing Expenditure Large Construction 계속비 대형 공사

Continuing Project 계속 사업

Continuing Task 계속 과제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국방 CALS

Contract 계약

Contract / Sheet Of Contract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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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 행정

Contract Administration Surcharge 계약 행정 부대 비용

Contract Authority 계약 권한

Contract Classification 계약 종류

Contract Construction 도급 공사

Contract Cycle 계약 주기

Contract Cycle / Procurement Cycle 조달 주기

Contract Data Requirement List 계약 자료 요구 목록

Contract Equipment 도급 장비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제3자 단가계약

Contract for Work 도급

Contract Maintenance 외주 정비

Contract Officer 계약 담당 공무원

Contract Performance Report 계약 성과 보고서

Contract Performance Report 성과 보고서

Contract Price 낙찰 가격

Contract Shipment Number 계약 적출 번호

Contract System For Defense Materials 방산물자 계약제도

Contract/Budget Authority 계약/예산 권한

Contracted Interest; Agreed Interest 약정 이자액

Contracted Price 계약 금액

Contracting Authority 계약 기관

Contractive Expenditure 도급 경비

Contractor 계약자

Contractor 수급인

Contractor Logistics Support 계약자 군수 지원

Contractor Performance Evaluation Plan 계약 이행 계획

Contractors Retention Money 계약 업체 지급 유보금

Contractual Deposit / Deposit 계약 보증금

Contributed Acceptance 기부 채납

Contributed Research Institute 출연 연구소

Control Account 통괄 계정

Control Account Manager 통제 계정 관리자

Control Chart 관리도

Control System 제어 시스템

Controlled Demand Forecast 통제 수요 예측 방법

Controlled Supply Rate 통제 보급률

Convention 협약

Conventional Arms Transfers 재래식 무기 이전

Conventional true value of a quantity 협정 참값

Converging Technology 융합 기술

Conversion Cost 가공비

Conversion Factor 보정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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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yance Service Contract 운송용역 계약서

Convoy Joiner 생존 하중

Cooperation Development 국제 공동 연구 개발

Cooperative Logistics 군수 지원 협력

Cooperative Logistics Sales 군수 지원 협력 판매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군수 보급 지원 협정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s 협동 군수 지원 협정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Implement  군수 보급 지원 시행 약정
Arrangement

Cooperator 협력 업체

Coordinates Sysrem 좌표계

Coordinating Authority 협조 권한

Coproduction 공동 생산

Copyright Authentication System  저작권 인증제도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저작권 보호기술 

Core 핵심

Corporate Body Seal 법인 인감

Corps Battle Simulation 군단 전투 모의 모형

Correction Value 보정 값

Corrective Action 시정 조치

Corrective Maintenance 고장 정비

Cosign Agreemen 연대보증서

Cost 원가

Cost Accounting 원가 계산

Cost Accounting 원가회계

Cost Accounting Standards 원가 회계 표준

Cost Analysis 비용 분석

Cost Analysis 비용분석

Cost Analysis 원가 분석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조건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목표 비용관리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비용의 독립 변수화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System 목표 비용관리 제도

Cost Audit System 가격 검증 제도

Cost Audit System 원가 검증제도

Cost Breakdown Structure 비용 구조도

Cost Ceiling 원가 한도액

Cost Control 비용 통제

Cost Control 원가 관리

Cost Effectiveness 비용 대 효과

Cost Effectiveness Analysis 비용 대 효과 분석

Cost Estimating 비용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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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Estimating Method 비용 추정 방법

Cost Factor 원가 요소

Cost Methods 원가 주의

Cost of Contract Performance 계약 이행 대가

Cost Of Sales 매출 원가

Cost Performance Index 비용 성과 지수

Cost Plus Percentage Contract; 일반 개산 계약

Cost Reduction 원가 절감

Cost Reimbursement Contract 개산 계약

Cost Test 원가 검증

Cost Variance 비용 편차

Count Year(X-1year) 산정 년도(X-1년)

Counter Intelligence 방첩

Counter Purchase 대응구매

Counter Remittance Money 역송금 자금

Counter Sabotage 대태업

Counter Trade 상계 거래

Counterinfiltration Operations 대침투 작전

Countermeasure Assembly Technology 대응 장치기술

Counterpart Fund 기타 자금

Counterproliferation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Counterterrorism 대테러

Counter-unmilitary Threat Operation 비군사적 위협 대비 작전

Counting Circuit 계수 회로

Counting In 계상

Cracking  크래킹 

Credit 차관

Credit Arrangement 차관 협정

Credit Rating 신용평가

Criteria Satisfy 기준 충족

Critical Defect, Fatal Defect 치명 결점

Critical Design Review 상세 설계 검토

Critical Design Review 상세 설계 검토회의

Critical Intelligence 중요 정보

Critical Requirement Deficiency List 긴요 소요 부족 목록

Critical Safety Item 주요 안전 품목

Critical Supplies and Material / Critical Item 긴요 품목 

Critical Technology 핵심 기술

Critical Technology Elements 핵심 기술 요소

Criticality Code 중요도 부호

Cross Docking 크로스 도킹

Cross License  교차 특허 

Cross Licensing  크로스 라이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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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Modulation/ Intermodulation 상호 변조

Cross Technology 교차 기술

Cross-Certification  상호 인증 

Cross-servicing 군간 지원

Crowding-out Effect 구축 효과

Crypto Material 암호 자재

Crypto Operating Instruction 암호 운용 지시

Cryptograph 암호

Cryptography Description 암호 해독

Cryptography; Cryptosystem 암호법

Culminating Points Of Operations 작전 한계점

Cumulative Strategy 누적 전략

Current architecture 현행 아키텍처

Current or Operating Operating Business 경상 운영 사업

Current or Operating Working Expenses 경상 사업비

Current Price and Constant Prices 경상가와 불변가

Current-year Dollars 현재 가격

Custody 보관

Custody / Security 담보

Custody Fee, Storage Charges 보관비

Customer Waiting Time 사용자 대기시간

Cut 컷

Cyber Information Warfare  사이버 정보전 

Cyber Security System 사이버 보안시스템

Cycle Inventory 정기 재물조사

Damage 손상

Damage 파손

Damage 훼손

Damage Assessment 피해 평가

Damage Tolerance Analysis 손상 허용분석

Damage Type 손상 유형

Dandy 댄디

Dangerous Cargo 위험화물

Data 데이터

Data Administration 자료 관리

Data Dictionary 데이터 사전

Data Element 데이터 요소

Data Encryption Standard 데이터 암호화 표준

Data Exchange Agreement 자료 교환 협정

Data Exchange Format 자료 교환 포맷

Data Feedback 자료 환류

Data Fidelity 데이터 충실도

Data Flow Diagram 데이터 흐름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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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eakage/Loss Prevention  데이터 유출 방지 

Data List 자료 목록

Data Management 데이터 관리

Data Management 산출물 관리

Data Model 데이터 모델

Data Quality 데이터 품질

Data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Data Serial Number 자료 일련번호

Data Standard 데이터 표준

Data Standard Observance Level 데이터 표준 준수도

Data Standardization 데이터 표준화

Data Structure 데이터 구조

Data Update 자료 최신화

Database 데이터베이스

Database Build 데이터베이스 구축

Daymark 주간 항해 표지

Dazzle Camouflage 위장 도색

Dead Line Equipment 불가동 장비

Dead Stock-in-Trade 사장품

Debt 부채

Debt And Credit 사용 대차

Decibel 데시벨

Decision Support Template 지휘관 결심 지원 도표

Deep Fording Capability 심수 통과 능력

Deep Operations 적지 종심 작전

Deep Sea Lifeboat 심해 구명정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 심해잠수 구조정

Defect 결점

Defect In the Source of Supply 보급원 하자

Defect/ Deficiency/ Error 하자

Defected Matter 결함 사항

Defective / Discrepant 불량품

Defective Item 하자품

Defenc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Execution Plan 국방 과학 기술 진흥 실행 계획

Defense Acquisition Development Plan 국방 획득 개발 계획서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국방조달규정

Defense Acquisition System 국방 획득 제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국방 기술 품질원

Defense Alliance 방어 동맹

Defense architectural framework 진급 최저 복무 기간

Defense Article 국방 물자

Defense Articles 방산 관련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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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Component Based Development Methodology 국방 CBD 방법론

Defense Configurati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국방 형상 관리 정보 체계

Defense Continuous Acquisition &  국방 CALS 체계
Life-Cycle Support System

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미국 국방 계약 감사국

Defense Council 방위 협의회

Defens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국방 EDI 체계

Defens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국방 전자조달 시스템

Defense Expenditure 방위비

Defense In Place 고수 방어

Defense Industry / Munitions Industry 방위산업

Defense Industry Company 방위산업체

Defense Industry Facility 방위산업 시설

Defense Industry Material 방위산업 물자

Defense industry Part 방산부문

Defense Information System Network 국방 정보 체계망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국방 정보 기술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국방 정보 기술 표준

Defense Integrated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국방 통합 정보 관리 체계

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국방 정보 판단서

Defense Intelligence Security System 국방 정보 보안 시스템

Defense Intelligence System 국방 정보 시스템

Defense Intelligence System Integrate Architecture 국방 정보 체계 통합 아키텍처

Defense Intermediate Range Plan 국방 중기 계획

Defense Interoperability Portal System 국방 상호 운용성 포탈 시스템

Defense Inventory Goods 국방 재고물자

Defens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국방 군수 정보 체계

Defense Material Information System 국방 물자 정보 체계

Defense Modeling & Simulation 국방 M&S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국방 모델링 및 모의 실험

Defense Planning Management 국방 기획 관리

Defense Procurement Agency Management 조달 관리 정보 체계
Information System

Defense Procurement Process 국방 조달 절차

Defense Production 방산업체

Defense Quality Management 국방 품질 경영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Defense RADAR Technology 방호용 레이더 기술

Defense Readiness Condition 데프콘

Defense Resource Information System 국방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Defense Sales 방산 매출액

Defens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군 위성 통신 체계

Defens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Policy 국방 과학기술 진흥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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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방산 중소기업

Defense specialization laboratory 국방 특화 연구실

Defense specialization research Center 국방 특화 연구 센터

Defense Specification 국방 규격

Defense Standardization 국방 표준화

Defense Support Center 방위지원 본부

Defense Technical Information 국방 과학 기술 정보

Defense Technological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방산 기술 협력 위원회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국방 기술 정보 통합 서비스 체계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미국 국방 수송체계

Deficiency Report 결함 보고서

Defined Order Case 지정 구매

Defined Order Case 지정 판매 케이스

Deflection Angle / Drift Angle 편각

Degaussing, Heat Cell 소자

Degradation 분해

Degree Of Protection Code 포장 수준

Delayed Shipment 선적지연

Delegated Class Agent Officer 대리 출납 공무원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위임 전결

Delegation Decide Arbitrarily Regulations 위임 전결규정

Deliberate Anti-submarine Attack 숙고 공격

Delivered At Place 도착 장소 인도조건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Delivery Forecasts 불출 예상

Delivery Listing 물자 인도 명세서

Delivery Notice 납품 통지

Delivery of Commodity 물품의 인도

Delivery Of Goods 납품

Delivery of Repaired Item(s) 정비된 물품의 인도

De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Delivery Performance Certificate 납품 실적 증명

Delivery Record 납품 조서

Delivery Volume 출용 부피

Demand Agency 수요 기관

Demand Area Delivery 수요지 납품

Demand Code 수요성 부호

Demand Forecast 수요 예측

Demand Item 수요 품목

Demand Level 수요 수준

Demand Material 수요 물자

Demand Rate 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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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Forces 수요군

Demilitarization 비군사화

Demilitarization Code 비군사화 부호

Demilitarization Data List 비군사화 자료목록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미국 국방부 획득체계

Dependability, Reliablity 신뢰도

Dependable Undertaking 책임 인수 조건

Depletion 감손

Depletion / Depreciation 감가 상각

Depletion Amount 감손량

Depletion Ratio 감손율

Deposit 공탁

Deposit, Security Money 보증금

Depot 창

Depot Authorized Stockage Item File & Shop Store Item 보급소 인가 저장 및 선정 품목철

Depot Level Maintenance 창급 정비

Depot Maintenance 창정비

Depot Repair Percent 창 수리율

Depreciable Asset 감가 자산

Depreciation Appropriation Fund 감가 상각 충당금

Depreciation Cost 감가 상각비

Design 설계

Design Alternative 설계 대안

Design Build Finance and Operate 민간투자사업 DBFO

Design Cost 설계비

Design Criteria 설계 기준

Design Review 설계 검토

Design Supervisor 설계 감독관

Design Technique 설계 기술

Design To Cost 비용 고려 설계

Designated Country Representative 지정된 국가 대표

Designation 지정

Designer 설계자

Desktop Virtualization  데스크톱 가상화 

Destruction 파기

Detached Unit 파견 부대

Detail Design 상세 설계

Detail Design 세부 설계

Detail Specification 상세형 규격

Detail Specification 상세형 규격서

Detailed Survey 정밀 측정

Determine Type 기종 결정

Development Agreement 개발 협력 약정서(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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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ontrol Plan 개발 관리 계획서

Development Control Plan 개발 사업 관리 계획서

Development Execution Plan 개발 실행 계획서

Development Fund 개발 자금

Development of Organizers 개발 주관 업체

Development Plan 개발 계획서

Development Test And Evaluation 개발 시험 평가

Development Testing 개발 시험

Deviation 규격 완화

Device-to-Device communication 디투디(D2D) 통신

Diagnostician 진단자

Die Out Item 사장 품목

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 

Digital Security Multi-role Terminal 다기능 비화 단말기

Digital Simulation 디지털 시뮬레이션

Digital Soldier  디지털 병사 

Diminishing Manufacturing Sourcesand Material Shortages 부품 단종

Dipping Coating 침적 도장

Direct Cite 직접 인용

Direct Cost 직접비

Direct Offset 직접 절충 교역

Direct Support 직접 지원

Direct Support Maintenance 직접 지원 정비

Direct Support Unit 직접 지원 부대

Directive 지시

Directive Memorandum 지시 각서

Directives 지시서

Dirty Form BL 고장부 선하 증권

Disaggregation 상세화

Disassemble Discrepancy Report 분해 결함 보고서

Disassemble Level 분해 수준

Disassembly Mortality Rate 분해 폐기율

Disaster 재난

Disaster Control 재난 통제

Disbursement 지출

Disbursement Document 지출 결의서

Disbursements Gross/Net 지출 총액/순액

Disbursing Officer 지출관

Disclosure Authorization 공개 승인

Disposal / Disposition 처분

Disposal / Wash Out 폐처리

Disposal And Retirement Cost 폐기 및 퇴역 비용

Dispositioning Authority 형상 처분 권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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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Resolution 거리 분해 능력

Distribute simulation 분산 모의 시뮬레이터

Distribute simulation Engine 분산 모의 실험 엔진

Distributed Database, Distributed Information Database 분산 데이터베이스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Distributed 대화식 분산 모의 규약
Interactive Simulation Protocol

Distributed Processing 분산 처리

Distribution Line 배전 선로

Distribution Type 분배 형태

DITA Management System 국방 정보 체계 표준관리 시스템

Diversion/ Misappropriation 예산 전용

Division Accounting 구분 회계

Division Of Take 소요의 구분

Division Private Contract 분할 수의 계약

Division Slice 사단 슬라이스

Dock 선거

Doctrine 교리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 인도방식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 인도방식

Document Architecture 문서체계

Document Box 문서함

Document Identifier Code 문서 식별부호

Document Management Card 문서 관리 카드

Document Type Definition 문서 유형 정의

Documentary 기록물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화환 어음 결재

Documentary Value 기록물 가치

DOD Activity Address Directory System 미 국방부 자료정리 시스템

DoD bond 미 국방부 채권

DoD Direct Credit 미 국방부 직접 차관

Dog Horse Robot 견마 로봇

Domain 도메인

Domestic Procurement/ Internal Procurement 국내 조달

Domestic Replacement 국산 대체

Donation 증여

Dot-com Enterprise  닷컴 기업 

Down Time 장애 시간

Down Time / Fault Time 고장 시간

DQ Mark Certification System DQ마크 인증 제도

Draft Contract 임시 계약

Drawing 도면

Drawing Analysis 도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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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and Specification 설계 도서

Drawing Number 도면 번호

Drawing Specifications 도면 규격서

Dray Tally 화물 출하 증표

Drive Unit 구동 장치

Dual Purpose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

Dual Use Program Cooperation Center 민·군 겸용 기술 센터

Dual Use Specifications Standardization Project 민·군 규격 표준화 사업

Dual Use Specifications Unification Project 민·군 규격 통일화 사업

Dual Use Standard committee 민·군 규격 위원회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민·군 기술협력 사업

Dual Us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민·군 기술개발 사업

Dual Use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 Project 민·군 기술 정보교류 사업

Dual Use Technology Transfer Project 민·군 기술이전 사업

Dual-use Goods 민·군 겸용 물품

Dual-Use Items 이중 용도 품목

Dual-use Process 민·군 겸용 공정

Dual-use Technology 민·군 겸용 기술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민·군 겸용 기술개발

Dual-use Technology Development Business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

Due-In 수입 예정

Due-in File 수입 예정철

Due-Out 불출 예정

Durable Consumer Goods / Durable Consumption Goods 내구 소비재

Duration Decision 소요 공수

Earliest Arrival Date 최초 도착일

Early Execution 조기 집행

Early Warning Radar 조기 경보 레이더

Earned Value 성과, 획득 가치

Earned Value 실적 가치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사업성과 관리제도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성과 관리 체계

Echelons Of Maintenance 정비 단계

Economic Life Cycle 경제 수명

Economic Lot Size 경제적인 LOT 규모

Economic Mobilization 경제 동원

Economic Order Quantity 경제적 청구량

Economic Repair Limits 경제적 수리 한계

Economic Retention Stock 경제적 보유 재고

Economic Support Fund 경제 지원기금

Economies of Scale 규모의 경제

Economy of Force 병력 절약

Eddy Current Inspection 와류 검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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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ing 편수

Education and Training Expenditures 교육 훈련비

Education Technology 교육 공학

Effect 효과

Effect Based Operation/ Effective Based Operations 효과 중심 작전

Effective Demand 유효 수요

Effectiveness Efficiency 유효성

Efficiency 유효도

Efficiency 효율성

E-learning Content 이러닝 콘텐츠

Electric Wave 전파

Electric Power 전력

Electrodeposition Coating 전착 도장

Electromagnetic Pulse Bomb  전자기 펄스 폭탄 

Electromagnetic Radiation Hazard 전자파 복사 위해

Electromagnetic Railgun, Rail Gun 레일 건

Electromagnetic Waves Security System 전자파 보안시스템

Electronic Bid 전자 입찰

Electronic Bidder 전자 입찰자

Electronic Contract 전자계약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유통

Electronic Government 전자정부

Electronic Mail 전자 우편

Electronic Passport 전자 여권 

Electronic Warfare Intelligence 전자전 정보

Electronic Weapon 전자 병기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

Electrostatic Coating 정전 도장

Eligible Recipient 판매 승인 국가/단체

ELINT Parameter List 전자 정보 목록

Embarkation 탑재

Embarkation And Tonnage Table 탑재 및 톤수표

Embarkation Order 탑재 명령

Embedded Software 내장형 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Classification System 내장형 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Embeded Equipment 훈련 내장형 장비

Emergency Force Requirement Paper 긴급 전력 소요 요청서

Emergency Mobilization 긴급 동원

Emergency Planning Commission 비상 기획위원회

Emergency Point Refueling System 비상 급유장비

Emergency Ration 비상 식량

Emergency Resupply 긴급 재보급

Emphasis of Matter 특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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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ation 동등품 개발

Emulation 에뮬레이션

Emulator 에뮬레이터

Enclosed Herewith 별첨

Encryption key 암호키

End Item 최종 품목

End Item Acronym Code 완제품 약어부호

End Item localization rate 완성장비 국산화율

End Item(End Unit/Final Product) 완성품

End Item/End Unit/Final Product 완제품

End of Auction 경매 종료 일시

Endurance 내구성

Endurance Evaluation 내구성 평가

Endurance Limit 내구성 한계

Endurance Time / Service Life 내구 수명

Energy 에너지

Energy Efficiency 에너지 효율

Energy Harvesting  에너지 하베스팅 

Enforcement Offer 시행 오퍼

Enforcement Regulations 시행 규칙

Engagement Control Station 교전 통제소

Engine Stuctural Integrity Program 엔진 수명 관리 프로그램

Engineering BOM 개발 BOM

Engineering Change 기술 변경

Engineering Change Proposal 기술 변경 제안

Engineering Design 기술 설계

Engineering Development 공학 개발

Engineering Development / Technical Development 기술 개발

Engineering Estimating Method 공학적 추정법

Engineering Estimation 공학적 추정

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적 아키텍처

Enterprise Architecture 최상위 아키텍처

Enterprise Organization 사업단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Entity 엔티티(개체)

Entity Relationship Diagram 엔티티 관계 다이어그램(ERD)

Environment 환경

Environment Testing 환경시험

Environmental Effect 환경 영향 평가

Epoxy Resin Paint 에폭시 수지도료

Equalizer 등화기

Equipment 장비

Equipment Authorization Inventory Data 장비 인가 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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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Damage State 장비 피해 상태

Equipment History Card 장비이력카드

Equipment Maintenance Cost 장비 유지비

Equipment Maintenance Log 장비 정비 기록부

Equipment Performance Test Set 장비 성능 시험공구

Equipment Status 장비 현황

Equipment, Installation 설비

Equi-time Point 등시점

Equity 자본

Escrow L/C 기탁 신용장

Essentiality Code 필수 부호

Establishment 기성

Estimate at Completion 최종 사업비 추정액

Estimate Of Procurement 조달 판단

Estimate of the Situation 상황 판단

Estimate Quotation/ Estimate Document 견적서

Estimate to Complete 잔여 사업비 추정액

Estimated Actual Charges 예상 실제 비용

Estimated Amounts 견적 가격

Estimated Main Contract Amount 기본 계약(예상) 금액

Estimated Price Basis 예정 가격 기초자료

Ethernet 이더넷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 전기통신 표준협회

Evacuation 후송

Evaluation of the Contract Cost 계약후 원가 심사

Evasion Time 회피 시간

Event 이벤트

Event of an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사업성과 관리체계

Evolutionary Acquisition 진화적 개발 전략

Excess 초과

Excess Fund 초과 자금

Excess Defense Articles 초과 국방 물자

Excess Property 잉여 재산

Exclusive License 전용 실시권

Execute Order 시행 명령

Executing Organization 수행 기관

Execution 집행

Execution 집행/시행

Execution Order 집행 명령

Executive Agency System 책임 운영 기관 제도

Executive Supervision And Control 시공 감리

Exercise Manager 훈련 관리자

Exercise/ Training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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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ility, Recoverability, Repairability Code 소모성 부호

Expendable Reparable 품류 부호

Expendable Supplies and Material 소모성 보급품 및 물자

Expenditure Authority 지출 승인

Expenditure Budget Final Account 세출예산 결산

Expenditure of Previous Year 지난 해 지출

Expense 비용

Expense Referral 지출 의뢰서

Expenses 경비

Experience Curve / Learning Curve 경험 곡선

Experimental Prototype 실험 시제품

Experimental Standard Deviation 표본 표준 편차/시험 표준 편차

Experimental Test 실험실 시험

Expiration Of Contract 계약 만료

Exploitation 전과 확대

Exploratory Development 탐색 개발

Explosive Device / Initiating Equipment 기폭 장치

Export Administration Act 수출 관리법

Export Contract 수출 계약

Export Control 수출 통제

Export Control Specific Weaponry 수출 통제 특정 무기류

Export Customs Clearance 수출 통관

Export Letter Of Credit 수출 신용장

Export Licence 수출 승인

Export License 수출 승인서

Export Specialist Training Support 수출전문가 양성 지원

Exporters 수출업체

Exporters Offset Implementation Support 수출업체 절충교역 이행 지원

Expropriation Of Land 토지 수용

Extended Offer 연장 오퍼

Exterior Ballistics 강외 탄도학

External Audit 외부 감사

External Audit Law 외감법

External Incidental Expense 외부 부대비용

External Purchase 외부 구입

External Supply 외부 보급

EX-Works 공장 인도 조건

F-15K Slam Eagle F-15K

FA-50 Light Fighter FA-50 경공격기

Face Explain 대면 설명

Facilities Category Code 시설 분류부호

Facilities Standardization 시설 표준화

Factory Acceptance Test 공장 수락 시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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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Registration 공장 등록

Factory Test Equipment 공장 시험 장비

Fail 불량거래

Failsoft 고장 완화

Failure and Damage Effects 고장 및 손상 영향

Failure Cause 고장 원인

Failure Criteria 고장 기준

Failure Detection Method 고장 탐지 방법

Failure Diagnosis 고장 진단

Failure Distribution 고장 분포

Failure Distribution Function 고장 분포 함수

Failure Effect 고장 영향

Failure Effect Probability 고장 영향 확률

Failure Logging 고장 기록

Failure Mechanism 고장 메커니즘

Failure Mode 고장 유형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  고장 유형 및 영향 분석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

Failure Mode Classification 고장 유형분류

Failure Mode Code 고장 유형 식별부호

Failure Mode Effect And Criticality Analysis 고장 유형 영향 및 치명도 분석

Failure Mode Probability 고장 유형 확률(β)

Failure Mode Ratio 고장 유형비

Failure Rate 고장률

Failure Rate Function / Hazard Rate Function 고장률 함수

Failure Rate Level 고장률 수준

Failure Reporting, Analysis, And Corrective Action System 고장 보고, 분석 및 고장 수리체계

False Alarm 거짓 경보

Fast Ethernet 고속 이더넷

Fast Frequency Hopping 고속 주파수 도약

Fault 고장

Fault Analysis 고장 해석

Fault Indicator 고장 표시기

Fault Isolation 고장 배제

Fault Location Program 고장 위치 프로그램

Fault Tolerant 고장 허용 한계

Fault Trace 고장 추적

Fault Tree Analysis 고장 계통 분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연방항공국

Federal Reserve Bank 연방준비은행

Federal Supply Classification 군급분류

Federation Object Model 연합 객체 모형

Feeding Basis 급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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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s For Public Utilities 공공 요금

Fiber Optics / Optical Fiber 광섬유

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 강화 플라스틱

Fidelity 충실도

Field Army 야전군

Field Fortification 야전 축성

Field Logistics Support Group 야전 군수 지원단

Field Maintenance 야전정비

Field Maintenance Close 야전 정비 종결

Field Maintenance Unit 야전 정비 부대

Field Manual 야전교범

Field Ration 야전 구량

Field Strip 보통 분해

Field Test 전력화 평가

Field Train 야전 치중대

Fight Load 전투 탑재

Filing Department 제기부서

Filing of a Lawsuit 소송 제기

Filing Requirements(Requested Materials) 서류 제출 요구(요구 자료)

Filling Mobilization Call-up 충원 소집

Filling Requirement 충원 소요

Final Acceptance Trial 최종 납품검사

financial flexibility 재무적 융통성

Financial Management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r 재무관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FinancialAccount /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

Finite Element Analysis 유한 요소 해석

Fire Bay 사격호

Fire Control Radar 사격통제 레이더

Fire Resisting Materials / Fire Proof Materials 내화 재료

Firewall 방화벽

Firing Range Performance Test 시사장 성능시험

Firing Tables 사표

Firm Fixed-price Contract 일반 확정계약

Firm Offer 확정 오퍼

Firmware 펌웨어

First Unit Equipped Date 초도 배치 일자

First-In, First-OutMethod, Queue 선입 선출법

Fiscal Year F연도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 수산업 협동조합

Fixed Ammunition 고정식 탄약

Fixed Assets 고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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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Cost 고정 비용

Fixed Costs 고정 원가

Fixed Exchange Rate System 고정 환율제

Fixed Level 고정 수준

Fixed Payment 고정 기술료

Fixed Price 고시 금액

Fixed Property 고정 재산

Fixed Safety Level 고정 안전 수준

Fixture 비품

Flank Array Sonar 선측배열 소나

Flexible Response Strategy 유연 반응 전략

Flight Clearance 비행 허가

Flight Critical 비행 중요도

Flight data recorder  비행 기록장치 

Flight Recorder 플라이트 리코더

Float 대충 장비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변동 환율제도

Flotation Equipment 부유 장비

Flow Management 유통 관리

Fluorescent Paint) 형광 도료

Fluorocarbon Resin Coatings 불소수지 도료

Flyway Costs 군용 완성 장비의 생산 제비용

Focused Logistics 집중 군수

Follow And Support Force 후속 지원 부대

Follow-up And Support 후속 지원

Follow-up Force 후속 부대

Follow-up Supply 후속 보급

Food Service / Subsistence 급양

Force Strengthen Investment 전력 증강 투자

Force Development 전력 발전

Force Development Work 전력 발전 업무

Force Enhancement 전투력 증강

Force Maintenance Expenses 전력 유지비

Force Operation Research 전력 운영 분석

Force Projection 전투력 투사

Force Requirement Decision 전력 소요 결정

Force Requirement Paper 전력 소요 요청서

Force Requirement Paper 전력 소요 제기서

Force Structure 전력 구조

Force Support System 전력 지원 체계

Forced Issue Supply System 할당 보급 제도

Forces Activity Designator 부대 임무 우선 순위 부호

Foreign Assistance Act 대외 원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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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ssistance Act 대외 지원법

Foreign Capital Contract 국외 상업 구매 계약

Foreign Capital Purchase 국외 구매

Foreign Capital Purchase Information 외자 구매 정보

Foreign Contractor 해외 계약자

Foreign Currency Expenditure 외화 지출액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외국환 거래법

Foreign Funds Direct Purchase 외자 직구매

Foreign Information Activity 외국 정보활동

Foreign Information Agency 외국 정보기관

Foreign Investment Committee(FIC) 외국인 투자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외국인 투자 촉진법

Foreign Investment/ Investment By Foreigner 외국인 투자

Foreign Liasion Officer 외국 연락장교

Foreign Maintenance Quantity 외국 정비 물량

Foreign Military Loan 대외군사 대출

Foreign Military Construction Sales 대외군사 건설 판매

Foreign Military Originator 대외군사 원조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Foreign Military Sales Administrative Charge 대외군사판매 행정비

Foreign Military Sales Asset Use Charge 대외군사판매 자산 사용비

Foreign Military Sales Case 대외군사판매 케이스

Foreign Military Sales Order 재고 수준 유지 발주

Foreign Military Sales Packing Crating And Handling 대외군사판매 포장 결박 및 취급비

Foreign Military Sales Planning Directive 대외군사판매 기획지침

Foreign Military Sales Transportation Cost 대외군사판매 수송비

Foreign Military Training 국외 군사 교육

Foreign Procurement 국외 조달

Foreign Procurement Ability 국외 조달 능력

Foreign Trade Act 대외무역법

Foreigner 외국인

Formal Qualification Review 공식적 품질 검토

Formal Trainning 정규 군사 훈련

Formality Specification 정식 규격서

Forward Arming And Refueling Point 전방 무장 및 연료 재보급소

Forward Edge of The Battle Area 전투 지역 전단

Forward Supply 추진 보급

Foundation Work 기초 공사

Free Al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ree CArrier FCA

Free Carrier Agreement 운송인 인도조건

Free loan/Free rental 무상 대부(대여)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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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f High Seas 공해 자유권

Freely Negotiable LC 자유 매입 신용장

Freight Forwarder 수송 대행기관

Freight Forwarder 운송 주선인

Freight Fowarder 운송 대행업체

Frequency 주파수

Frequency Agile 주파수 가변

Frequency Hopping Modulation 주파수 도약 변조

Frictional Resistance 마찰 저항

Fringe Benefit 복리 후생비

Front Body 전기체

Fulfillment of a Contract Period 계약 이행 기간

Full Scale Development 체계 개발

Function 기능

Function Code 기능 부호

Function of Battlefield 전장 기능

Function Test, Thermal Performance Test 성능 시험

Functional activity 기능 활동

Functional Analysis 기능 분석

Functional Analysis 기능분석 및 할당

Functional Analysis and Allocation 기능 분석 및 할당

Functional Appraisal 기능 평가

Functional Area 기능 영역

Functional Baseline 기능 기준

Functional Classification 기능 분류

Functional Configuration Audit 기능적 형상 확인

Functional Diagnostic 기능 진단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 기능 흐름도

Functional Group Code 기능 그룹 부호

Functional Organization 기능 조직

Functional System 기능 체계

Functional Test 기능 시험

Functionality 기능성

Fund 자금

Fund Management Supply System 자금관리 보급제도

Fund Management System 자금관리 제도

Fund Source Codes 자금원 부호

Fundamental Research Step 기초 연구 단계

Fundamental Survey 기본 측량

Fuse Munition Unit / Proximity Fuze 감응 신관

Fusion 융합

Future MLRS 차기 다련장

Future Tank 차기 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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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ileo System 갈릴레오

Gas Particulate Filter Unit 가스 입자 여과기

Gas Rocket Propellant 가스 로켓 추진제

Gasoline Direct Injection 가솔린 직접 분사기관

GBU-24 Paveway GBU-24

General Accounts 일반 회계

General Administrative Costs Rate 일반 관리비율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가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일반 감항 인증

General Breakdown List 일반 분해 목록

General Council 정책 회의

General Depot 종합창

General Material 일반 물자

General Support 일반 지원

General Support Artillery 일반 지원 포병

General Support Maintenance 일반지원 정비

General Terms & Conditions 계약 일반 조건

Generic Code 속성 부호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

Ghost Identity  고스트 계정 

Glass Cockpit 글래스 칵핏

Glimmering 명멸

Global Hawk 글로벌 호크

Global Information Grid 범 세계 정보 격자망

Global Positioning System 인공 위성 항법체계

Global Warming Potential  지구 온난화 지수 

Go Jun Bong-class LST 고준봉급 상륙함

Goods, Materiel 물자

Government investment 정부 투자

Government Investment R&D Enterprise 정부 투자 연구 개발 사업

Government Administration Support 정부 행정 지원

Government Bond National Bond 국채

Government for Citizen Counter 전자민원 창구

Government Funded Agency 정부 출연 기관

Government Furnished Equipment 정부 제공 장비

Government Furnished Materiel 정부 제공 물자

Government Knowledge Management Center 정부 통합 지식 관리 체계

Government Procurement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중앙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Item 중앙 조달 품목

Government Property Disposal 관유물 매각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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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Quality Assurance 정부 품질 보증

Government Specification 관용 규격서

Government To Business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정부 항공 운송 의뢰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정부 출연 연구 기관

Government-furnished Component 관급 부품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관급 장비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관급품

Government-furnished Equipment Risk Guarantee 관급품 위험 보증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관급 물자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관급 자재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관급 재료

Government-furnished Material Price 관급 재료비

Government-furnished Property 관급 재산

Government-Industry Data ExchangeProgram 정부 산업체 간 자료 교환 프로그램

Grain 그레인

Grand Aid 무상 원조

Grant 공여

Green by IT  IT 활용 녹색 성장 

Green Computing  녹색 컴퓨팅 

Green Energy  그린 에너지 

Green Growth  녹색 성장 

Green Security  녹색 보안 

Green Technology 녹색 기술

Greenwich Mean Time 그리니치 평균시

Grid Communication System /  격자형 통신망
Mode Communication System

Grid Coordinate 군사 좌표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ross Requirement 전시 소요

Gross Requirement 총소요

Gross Requirements List 총소요 목록

Ground / Ground Fault; Grounding 접지

Ground Surveillance Radar 지상 감시 레이더

Groupage BL 집단 선하 증권

Groupware  그룹웨어 

Guarantee Insurance 보증보험

Guidance, Manual, 매뉴얼

Guide Ship, Leading Ship 선도함

Guidebook 지침서

Gwanggaeto the Great-Class Destroyer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Gyro Sensor 자이로 감지기

Gyroscope  자이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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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ostabilizer 자이로 안정기

Hanbook 편람

Hangar 격납고

Hardness Critical Process 화생방 방호 절차

Harpoon/ Harpoon Missile 하푼

Having No Bids Tendered 유찰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해썹)

Hazard/ Risk 위험

Hazard/ Risk 위험도

Heat and Dry-type Paint 가열 건조형 도료

Heat Resistance Paint 내열 도료

Heating And Cooling Devices 냉난방 장치

Heating Proof Materials / Heating Resisting Materials 내열 재료

Herbicide 제초제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

High Altitude Platform System 성층권 통신 시스템

High Density Air Traffic Control 고밀도 항공 교통통제

High Energy 고에너지

High Energy Laser 고출력 레이저

High Energy Particle 고에너지 입자

High Explosives / High Explosive Shell 고폭탄

High Frequency 고주파

High Gain Antenna 고성능 안테나

High Level Architecture 국제 표준 연동 체계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다련장(HMARS)

High Power Amplifier 고출력 증폭기

High Power Effects 고전력 효과

High Resolution Radar 고해상도 레이더

High Speed Approach 고속 접근로

High Speed Infiltration 고속 침투

High Speed Tactical Line 고속 전술 조치선

High Speed Vessel 고속 수송선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ivity 고온 초전도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고온 초전도체

High Temperature Superconductor Cable  고온 초전도 케이블 

High Tension Magneto Ignition System 고압 자석 점화 방식

High Velocity Drop 고속 투하

High Voltage 고압

High Voltage Test 고압 시험

High-Power Microwaves 고출력 마이크로파

Hingeless Rotorhub 무힌지 로터 허브

Historical Price 실적가

Holding account 유보 계정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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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Account 정산 자금 계정서

Homepage 홈페이지

Homing Weapons 유도 무기

Horse Power 마력

Hot Swap 핫 스왑

HOT(High subsonic Optical Remote-guided Tube HOT 대전차 미사일
-launched) Antitank Missile

Hot Spot 핫 스팟

Hull And Turret Structure Technology 동체 및 포탑 구조 기술

Hydrophone 수중 청음기

Hydroplaning 수막 현상

ICAM(Integrated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 0 

IDEF0

Identifiable Information 식별 정보

Identification Friend Or Foe 피아식별 장치

Identification Inspection 식별 검사

Identification Number 고유 번호

Ideological Warfare 사상전

Igloo Magazine 이글루형 탄약고

Igloo Space 유개 공간

Illustrated Parts Breakdown 부분품 도해서

ILS Management Team 종합군수지원 실무 조정 회의

Imitative Communication Deception 모방 통신 기만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모방 전자 기만

Imitative Electronic Deception 모의 전자 기만

Immediate Air Support 긴급 항공 지원

Immediate Attention Item 긴급 품목

Immediate Attention Item Operational 긴급 품목운용

Immunity Recognition 면제 승인

Implementation 실시

Implementation Option List 구현옵션 목록

Implementing Agency 시행 기관

Implementing Agreement 이행 협정

Implied Task 추정 과업

Import Commodity 수입품

Import License 수입 승인서

Import Material 수입 재료

Import Process 수입 절차

Importation Of Foreign Capital 외자 도입

Importing Commissions 수입 관련 수수료

Improved Conventional Munition 개량형 재래식 탄약

Improvement of Performance 성능 개선

In Process Review 공정간 검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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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cess Review 중간 평가

Incentive Contract 유인 계약

Incentive Income 유인 이익

Income 수익

Income 수입

In-country Contract Maintenance 국내 외주정비

In-country Research and Development 국내 연구개발

In-country Transportation Cost 국내 운반비

Incremental Development 점진적 개발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불확정 수량 계약

Indemnity / Compensation 보상

Indemnity Agreement 보상계약

Indent 위탁구매

Indenture Code 조립 수준 부호

Indeterminacy Subscription 불확정 청약

Index 지수

Indication 징후

Indications And Warning 징후 및 경보

Indirect Cost / Overhead Cost / Overhead Expense Burden 간접비

Indirect Expenses 간접 경비

Indirect Inspection 간접 검사

Indirect Labor Cost 간접 노무비

Indirect Material Cost 간접 재료비

Indirect Offset 간접 절충 교역

Individual Equipment / Personnel Equipment 개인 장비

Individual Equipment Test Requirements 개별 장비 시험 요구 사항

Indusrial Mobilization 산업 동원

Industrial Property 산업 재산권

Industrial Standardization 산업 표준

Industrial Standardization 산업 표준화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산업기술 혁신

Industry 산업

Inefficient 비효율

Inertia 관성

Inertial Guidance 관성 항법

Inertial Moment / Moment Of Inertia 관성 모멘트

Infantry Carrier Vehicle 보병 탑승차량

Infantry Middle Distance Guided Missile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Infantry Fighting Vehicle 기계화 보병 전투 차량

Inferior 불량

Informality Specifications 약식 규격서

Information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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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pove 내용 증명

Information Assurance 정보 보증

Information Communication 정보 통신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정보 융합 기술

Information Program 정보 프로그램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 보호

Information Resource 정보 자원

Information System 정보 시스템

Information System 정보 체계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Information Warfare 정보전

Informationalization Of National Defense 국방 정보화

Infra-Red Search & Track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Inherent Availability 고유 가용도

Inherent Maintenance Factor 고유 정비 인수

Inherent Weakness Failure 고유 결함 고장

Initial deposit 초입금

Initial Deposit 최초 계약 지급금

Initial Operation Test And Evaluation 초기 운용 시험 평가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최초 운영 능력

Initial Product 초도 생산품

Initial Requirement 초도 소요

Initial requirements 최초 요구 성능

Initial Requisition 초도 청구

Initial Signature 가조인

Initial Supply 초도 보급

Initial Supply Requirement 초도 보급 소요

Initial Test and Evaluation 초도 시험 평가

Inquiry 질문

Inside Incidental Expense 내부 부대 비용

Inspect & Repair Only As Necessary 고장 부분정비

Inspection / Verification 검증

Inspection Check / Examination / Inspection / Test 검사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국정 감사·조사

Inspection Specialist 검사 전문가

Installation Equipment 시설 장비

Installation Unit 시설 부대

Installation Work Expenses 시설 공사비

Institution / System 제도

Instructional Simulation 수업 설계 모의실험

Insurance Type Item 보장성 품목

Integrated Architecture 통합 아키텍처

Integrated Baseline Review 통합 기준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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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종합군수지원

Integrated Logistics Support-Plan 종합군수지원 계획서

Integrated Master Schedule 통합 일정 계획

Integrated Material Management 통합 물자 관리

Integrated Multi-function Maintenance 다기능 통합 정비

Integrated Product And Process Development 제품·절차 통합 개발 관리

Integrated Production Team 사업관리 팀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통합 사업 관리 정보 체계

Integrated Project Team 통합 사업 관리 팀

Integrated System Check 통합 점검

Integrating Gyro 각속도 자이로

Integration 통합

Integrity 건전성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소유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식 재산권

Intelligence Fusion System 정보 융합 체계

Inter Magazine Distance 탄약고 간 거리

Interactive Electrical Technical Manual 전자식 기술 교범

Interdiction Line 차단선

Interest rate gap Subsidization Project 이차 보전사업

Interface 인터페이스

Interface Control Document 연동통제문서

Interface Control Document 인터페이스 통제문서

Interface Management 인터페이스 관리

Interface Plan 연동 계획

Interferometer 간섭계

Interferometer Antenna 간섭계 안테나

Interfund Billing System 상호 자금 청구 시스템

Interim Fixed Contract 중도 확정 계약

Interior Ballistics 강내 탄도학

Intermittent Fault 간헐 고장

Internal Audit 내부 감사

Internal Auditing 자체 감사

International Agreement 국제 협정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국제 수지

International Bidding 국제 입찰

International Call Sign 국제 호출 부호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 상공회의소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국제 상사 중재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인코텀스

International Common Basic Research 국제 공동 기초 연구

International Consortium 국제 차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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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국제 협력 연구 개발

International Logistics 국제 군수

International Logistics Support 국제 군수 지원

International Measurement Standards 국제 측정 표준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국제 군사 교육 훈련

International Military Student 국제 군사 학생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 기금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International Peace Force 국제 평화군

International Standards 국제 표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국제 전기통신 연합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
Consultive Committee

International Terrorism 국제 테러리즘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 연동

Interoperability Profile 상호 운용성 특성 자료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상호 운용성 기반 기술

Interoperability Based technology standardization 상호 운용성 기반 기술 표준화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상호 운용성 소요 평가

Interoperability Evaluation 상호 운용성 평가

Interoperability level measurement 상호 운용성 수준 측정

Interoperability Model 상호운용성 능력 모델

Interoperability Model 상호운용성 참조 모델

Interoperability Profile 상호 운용성 프로파일

Interoperability Security Plan 상호 운용성 확보 계획

Interoperability Subsection 상호운용성 소요요청 세부항목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상호 운용성 시험평가

Interst Difference Comblement 이자 차액 보전

Interworking 상호연동

Intranet 인트라넷

Introduction of Technical Know - How 기술 도입

Inventaire 물품명세서

Inventory 재고자산

Inventory Adjustment 재물 조정

Inventory Control 재고 통제

Inventory Control Point 재고 통제소

Inventory Inspection 재물 조사

Inventory Management 재고관리

Inventory Turnover 재고 회전율

Investigation Letter on Price 가격 조사서

Investment by Foreigners Enterprise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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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by Foreigners Rate 외국인 투자비율

Investment by Foreigners Return 외국인 투자신고

Investment Cost 투자 원가

Investment Cost 투자비

Investment Project 투자 사업

Invitational Travel Order 초청 여행 명령

Invited Contract 도급 계약

Invoice 송장

Isochronal Inspection 등시차 검사

Issuance Of Mobilization Order 동원령

Issue and Receipt 불출 및 영수증

Issue Control Code 불출 통제부호

Issue Priority Designator 청구 및 불출 우선 순위

Issue(Transfer) 불출(인도)

Item Designator Code 품목 명칭 부호

Item Identification 품목 식별

Item Identification Guide 품목 식별 지침서

Item Identification Guide No 품목 식별 지침서 번호

Item Identification Number 품목 식별 번호

Item Identification Type Code 품목 식별 형태 부호

Item Management Agency 품목 관리 기관

Item Management Code 품목 관리 부호

Item Manager 품목 관리자

Item Priority Code 품목 우선 순위 부호

Item Sorting 품목 분류

Job Costing 개별 원가 계산

Job Training 직무 향상 교육

Joint 합동

Joint Experimentation 합동 실험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 JASSM

Joint Chiefs Of Staff Council 합동 참모 회의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합동 전투 발전 체계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합동 지휘 통제 체계

Joint Concepts 합동 개념

Joint Contract 공동 계약

Joint Cost 결합 원가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통합 직격탄

Joint Doctrine 합동 교리

Joint Interoperability Test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Joint Interoperability Test Command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 사령부

Joint Investment 공동 투자

Joint Logistics 합동 군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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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M&S;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Joint Military Strategy 합동 군사 전략서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Executive Panel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실행 패널

Joint Modeling And Simulation Proponent 합동 모델링 및 모의 실험 검인

Joint Planning 합동 기획

Joint Publication 합동 교범

Joint Publication-test Pub 합동 교범 초안

Joint Requirement 합동 소요

Joint Research and Service 공동 연구형 용역

Joint Strategic Capabilities Plan 합동 군사 전략 능력 기획서

Joint Strategic Capable Plan 합동 전략 능력 기획서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합동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합동 중장기 군사 전략 목표 기획서

Joint Supply and Demand 공동 수급체

Joint Tactical Communications System 합동 전술 통신 체계

Joint Task List 합동 과제 목록

Joint Test 합동 시험

Joint Test Team 합동 시험 팀

Joint U.S. Military Affairs Group-Korea 주한 미합동 군사 업무단

Joint War Fighting Field Area Operation Concept 합동 전장 운영 개념

Joint WiFi Zone 공동 와이파이 지역

Jointness 합동성

Jurisdiction Department 소관부서

Just In Time 적시 조달방식

K1 Tank K1 전차

K-10 Ammunition Transport Armored Vehicle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Objective Individual Combat Weapon K11 복합 소총

K2 Tank K2 전차

K200 Armored Vehicle K200 장갑차

K21 Armored Vehicle K21 장갑차

K30 Biho K30

K-9 Self-propelled Artillery K-9 자주포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EPD 350K KEPD 350K

Key Logger Attack  키로거 공격 

Key Money Loaner 전세금 대부자

Key Node 핵심 노드

Key Terrain 중요 지형 지물

KF-16 Fighting Falcon KF-16

Kill Chain 킬체인

Kind of Architectural Coatings 건축용 도료의 종류

Knowledge 지식

Knowledge Management 지식 관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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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Management Related System 지식 관리 관련 체계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 관리 체계

Knowledge Map 지식맵

Knowledge Milage 지식 마일리지

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 통합 인증 마크 

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국방 표준 종합 시스템

Korea Good Technology 국산 신기술 인증 마크

Korea Identification List 식별자료 목록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한국 국방 연구원

Korea Joint Interoperability Technology Center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 센터
(KJITC)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 인정 기구

Korea Ocean Surveillance Information System/  해군 전술 정보 지원 체계
Baseline Upgrade Evolutionary Development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 장터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 누리 표시 제도

Korean Defense Standard 국방 표준

Korean Flag Ships 한국 국적 선박

Korean Industry Participant 국내 참여 업체

Korean Industry Participant 참여 국내 업체

Korean Utility Helicopter-1 KUH-1

Korean Variable Message Format 한국형 가변 메시지 포멧

KoreaSupply Code For Manufacturers 생산자 부호

Korea-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한·미 안보 협의회의

KP-SAM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K-PSAM1 K-PSAM1

K-SAM1 K-SAM1

KT-1 Woongbi KT-1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한국형 기동 헬기

Labor Cost 노무비

Labor Mobilization 근로 동원

Land Partnership Plan 연합 토지 관리계획

Large Construction 대형 공사

Large Scale Map 대축척 지도

Last Acknowledged Badness Rate 전번 불량률

Last-in First-out 후입 선출법

Launch A New Business 신규 착수사업

Layer Depth Effect 층심도 효과

Leading a Research Contract 선행연구 용역

Leading Research Project 선행연구 과제

Leading Technique Business Team 선도기술 사업팀

Lean Logistics 경량화 군수

Learning Curve 학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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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대여

Lease 임대

Leased Line 전용 회선

Legal Metrology 법정 계량

Letter of Agreement 개발 동의서

Letter Of Agreement 연구 개발 동의서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Credit Opening Charges 신용장 개설수수료

Letter Of Guarantee 화물 선취 보증서

Letter Of Instruction 훈령

Letter Of Intent 구매 의향서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오퍼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청약 및 수락서

Letter of Request 오퍼 요청

Letter of Request 오퍼 요청서

Letters Of Agreement 체계 개발 동의서

Level of War 전쟁 수준

Level-Of-Repair Analysis 수리 수준 분석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수준

Levels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Model LISI 모델

Liability with Fault 과실 책임

Library 목록 자료

License for Industrial Fabrication 제조 허가

License Production 면허 생산

Life Assessment 수명 평가

Life Cycle Cost 수명 주기 비용

Life Cycle Cost 수명 주기 원가

Life Cycle Cost 순기 비용

Life Cycle Cost Analysis 수명 주기 비용분석

Life Cycle Cost Estimate 수명 주기비 추정

Life Cycle Costing Method 수명 주기 비용 계산법

Life Cycle Management 수명 주기 관리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수명 주기 관리체계

Life Cycle, Life History Strategy 수명 주기

Life-of-Type Buy 일괄구매

Light Destroyed 경파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라이다

Light Torpedo 경어뢰

Likeness Service 유사 용역

Limitation of Armaments 군비 제한

Limited Development District 개발 제한 구역

Limited Rights 제한된 권리

Limited Standard Item 제한 표준 품목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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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Item 항별 품목

Line Item Number 항별 품목 번호

Line of Code Number 코드 라인 수

Line Of Communications 병참선

Line Of Sight Communication 가시 거리 내 통신

Line Replacement Unit / Shop Replacement Unit 교체 가능 품목(구성품/모듈)분류

Link-14 링크-14

Link-16 링크-16

Link-K 링크 케이

Link-Up Operation 연결 작전

Liquid Penetrant Inspection 형광 침투 검사

Liquidity 유동성

List of Move-in Deposit 관사 입주 보증금

Live 실제

Live Simulation 실기동 시뮬레이션

Living In Barracks 영내 거주

Living Outside Barracks 영외 거주

Loading Factor Weight 가중치

Loading Plan 탑재 계획

Loan 대출

Loan Of State Property 국유 재산의 대부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

Local Autonomous Entity 지방자치단체

Local Credit / Domestic Credit 국내 신용장

Local Haul 국지 수송

Local L/C 내국 신용장

Local Manufacturing 국산화

Local Procurement 현지 조달

Local Procuring Item 지역 조달품

Localization Basic Plan 국산화 기본 계획

Localization Certification 국산화 인증

Localization Development 국산화 개발

Localization Development Plan 국산화 개발계획

Localization Propel Plan 국산화 추진 계획

Localization Ratio 국산화율

Localization Stage of Development 개발 단계 국산화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  위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Logical Architecture 논리적 아키텍처

Logistic Command 군수 사령부

Logistic Data Check Meeting 군수 제원 점검 회의

Logistic Engineering 군수

Logistic Support 군수 지원

Logistic Support System 군수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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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al Estimate 군수 판단

Logistical Support Activity 군수 지원 활동

LogisticIndustry / Munitions Industry 군수 산업

Logistics 군수 공학

Logistics Catalog List 군수 목록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군수 협력 위원회

Logistics Data 군수 제원

Logistics Data Check 군수 제원 점검

Logistics Functions 군수 기능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물류 정보 시스템

Logistics Management 군수 관리

Logistic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군수 관리 정보 체계

Logistics Material 군수 물자

Logistics Over The Shore Operations 해안 양륙 군수 운용

Logistics Planning 군수 기획

Logistics Policy And Procedure 군수 방침 및 절차

Logistics Quartermaster 병참

Logistics Requirements 군수 소요

Logistics Situation Report 군수 태세 보고서

Logistics Support Analysis 군수 지원 분석

Logistics Support Analys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종합군수지원 관리 정보 체계

Logistics Support Analysis Record 군수 지원 분석 기록

Logistics Support Analysis Software 군수 지원 분석용 표준 소프트웨어

Logistics Support Charge 군수 지원비

Logistics Support Group 군수 지원단

Logistics Supportability Analysis 군수 지원성 분석

Long Form BL 정식 선하 증권

Long Range Antisubmarine Torpedo 장거리 대잠어뢰

Long Range Hypersonic Missile 장거리 극 초음속 유도탄

Long Term Contract 장기 계속 계약

Long Term Evolution 롱 텀 에볼루션

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 시분할(LTE-TDD)

Long-Lead Items/Long-lead Time Materiels 장기 생산소요 품목/물자

Long-term Agreement 장기 협약

Long-term Contract 장기 계약

Long-term Force Requirement 장기 전력 소요 요청서

Long-term Option Contract Paer 장기 옵션 계약

Loss 망실

Loss 손실

Loss & Damage 손망실

Loss & Damage Report 손망실 보고서

Loss From Repayment Of Foreign Borrowing 환차손

Loss Rate 손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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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 로트

Lot Number 로트 번호

Low Cost 비용 절감

Low Cycle Fatigue 재질 피로 한계

LSA Control Number 군수 지원 분석 관리 번호

Lubrication Order 주유 명령서

Luminescent Paint 발광 도료

Lump-sum Purchasing System 일괄 구매방식

Machine Translation 기계 번역

Machinery Control System 기관 통제 체계

Macro 매크로

Magnetic Tape 자기 테이프

Main Contract 기본 계약

Main Contract Proposal 기본 계약 제안서

Main Contract Request For Proposal 기본 계약 제안 요청서

Main Contractor 주계약 업체

Main Equipment 주장비

Main Supply Route 주보급로

Maintainability 정비 가능성

Maintainability 정비도

Maintainability 정비성(도)

Maintainability Allocation 정비도 할당

Maintainability Prediction 정비도 예측

Maintenance 유지 보수

Maintenance 정비

Maintenance Action Code 정비 활동 부호

Maintenance Allocation 정비 할당

Maintenance Allocation Chart 정비 할당표

Maintenance Categories 정비 구분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정비 수집소

Maintenance Concept 정비 개념

Maintenance Cost 관리비

Maintenance Criterion 정비 기준

Maintenance Depot 육군 종합 정비창

Maintenance Float 정비 대충 장비

Maintenance Inspection 장비 검사

Maintenance Instruction 정비 지시

Maintenance Man Hour 정비 인시수

Maintenance Man Hours 정비 인시

Maintenance Order 정비 지시서

Maintenance Plan 정비 계획

Maintenance Standardization And Evaluation Program 정비 표준화 및 평가 절차

Maintenance Support 정비 지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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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Task Distribution 정비 업무 분포도

Major Defect 중(重)결점

Major Defense Equipment 핵심 군사 장비

Major Line Item 주요 라인 품목

Make a(n) Emergency 불시착

Make Public 공개

Malfunction 악작용

Malicious Software  악성 소프트웨어 

Management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목표 관리

Management Catalog 관리 목록

Management Control Data 관리 통제 자료

Management Conversion 관리 전환

Management Improvement 관리 개선

Management of the National Funds Act 국고금 관리법

Management Skills / Managerial Skills 관리 기술

Manager Control Item 관리자 통제 품목

Manager Handling Item 관리자 취급 품목

Managerial Accounting 관리 회계

Mandatory Affairs 위임 사무

Manifest 적화 목록

Manifest 화물 적하 목록

Manual 교범

Manufacture Price 생산자 공표가격

Manufactured Goods 공산품

Manufacturer’s Certificate 제작자 증명서

Manufacturing Methods 생산 방법

Manufacturing Overhead 제조 간접비

Manufacturing Readiness Assessment 제조 성숙도 평가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제조 성숙도

Manufacturing Readiness level 제조 성숙도 수준

Manufacturing Standard 작업 표준

Manufacturing Technology 생산 기술

Map Movement Exercise 도상 기동 연습

Map Of Land Register 지적도

Marine Railway 선가

Market Development Ativities 시장 개척 활동

Marketing research 시장 조사

Mashup  매시업 

Mass Manufacturing 대량 생산

Mass Production 양산단계

Mass Production Localization 양산단계 국산화

Massive Retaliation Strategy 대량 보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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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File 기본철

Master Plan 병영 기본계획서

Materail Repair Requirement List 해외 물자 수리 요구서

Material 재료

Material Accounting Official 물품 출납공무원

Material And Materials Cost 재료와 재료비

Material Deficiency Report 자재 결함 보고서

Material Employer 물품운용관

Material Handling Equipment 물자 취급장비

Material Management 물자 관리

Material Manager 물품관리관

Material Managing Official 물품관리 공무원

Material Mobilization 물자 동원

Material Pipe Line 물자 보충 지속량

Material Repair Requirement List 자재 수리 요구서

Material Repair Schedule 창정비 계획

Material Requirement List 자재 요구서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자재 소요 계획

Materials Cost 재료비

Materiel Management 물품관리

Materiel Possession Objective 물자 보유 목표

Materiel Readiness 물자 준비 태세

Materiel Requirements 물자 소요

Materiel/ Military Supplies And Munitions 군수품

Mathematical Model 수학 모델

Mathematical Programming Method 수리 계획법

Maximum Operating Limit 최대 작동 한계

Maximum Time To Repair 최대 수리 시간

M-Day 동원 개시일

Mean Down Time 평균 불가동 시간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간 주행거리

Mean Round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간 사격발수

Mean Time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간 운용시간

Mean Time Between Failures 고장간 평균 시간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정비간 평균시간

Mean Time Between Maintenance Actions 평균 정비 조치 간 시간

Mean Time To Failure 평균 수리시간

Mean Time To Repair 수리간 평균시간

Measure Analysis, Parts Measure Analysis 부품 계측기법

Measure Of Performance 성능 척도

Measurement 계측

Measurement 측정

Measurement / Meter 계량



색
인

763

Measurement Procedure 측정 절차

Mechanical Working 기계 가공

Mechanics Of Flight 항공기 역학

Median Lethal Radiation Dosage 반 치사 선량

Medical Experiment on a Living Body 생체 실험

Medical Supply Coordinating Group 의무 보급 협조단

Medium And Long-term Requirement Paper 중장기 전력 소요서

Medium-Term Plan 중기 계획

Memorandum 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협정서/양해 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ssenger Phishing  메신저 피싱 

Messenger Service 전령 통신

Meta Data Registry 국방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Meta Material 메타 물질

Metadata 메타 데이터

Metallic Type Paint 메탈릭계 도료

Meter system of units 미터 단위계

Metewand 계량 기준

Method of Compliance 적합성 검증 방법

Method of Measurement 측정 방법

Method Of Resupply 보충 보급

MICA Paint 마이카 도료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멤스 

Microwave Integrated Circuit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Microwave Technology 마이크로파 기술

Middle Term Requirement Paper 중기 전력 소요 요청서

Military Aircraft 군용 항공기

Military Administration 군정

Military Adviser 군사 고문

Military Advisory Group 군사 고문단

Military Agreement 군사 협정

Military Aid 군사 원조

Military Aid Equipment 군원 장비

Military Aid Material 군원 물자

Military Aid To Civil Authorities 대민 군사지원

Military Aircraft Enterprise 군용 항공기 사업

Military Alliance 군사 동맹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사 정전 위원회

Military Assistance Groups 군사 지원 고문단

Military Assistance Program 군사 원조 계획

Military Assistance Program Address Directory 군사 지원 프로그램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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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감항 인증서

Military Command / Military Orders 군령

Military Convention 전시 규약

Military Division Code 군 구분부호

Military Education 군사 교육

Military Establishments On Reservation 군사 시설 보호 구역

Military Executive Agency 군 책임 운영 기관

Military Expense 군사비

Military Export Sales 군사 교역 물자 및 용역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ct 군사 시설 보호법

Military Facilities Transfer Enterpriser 군용 시설 이전 사업

Military Facility 병영시설

Military Freight Number 군용 화물번호

Milita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군사 지리 정보 체계

Military Installations 군사시설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

Military Maintenance 군외 정비

Military maintenance training 군사 보수 교육

Military Map 군사 지도

Military Medicine 군진 의학

Military Mobilization 군사 동원

Military Occupational Specialty 군사 특기

Military Operating Expenses 병력 운영비

Military Parts Development Information System 부품 국산화 정보 체계

Military Planning 군사 기획

Military Policy 군사 정책

Military Power 군사력

Military Requirement 군사 요구도

Military Satellite 군사 위성

Military Sealift Command 미 해상 수송사령부

Military Service 병역

Military Staff 참모

MILitary Standard Billing System 군 표준 대금 청구 시스템

Military Standard Menu 국방 표준 식단

MILitary STandard Requisitioning and Issue Procedures 군 표준 청구 및 불출 절차

Military Standard Transportation And Movement Procedures 군 표준 수송 및 이동 절차

Military Strategy Planning 군사 전략 기획

Military Strength Investment Projects 전력 투자사업

Military Supplies 군 보급품

Military Supply Contract Firm 군납 업체

Military Symbol 군대 부호

Military System 군제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 군사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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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Transformation 군사 변환

Military Type Certificate 형식 인증서

Military-Industrial Complex 군산 복합체

Mine 기뢰

Mine Sweeping Ship 소해함

Miniature  축소 모형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rchitecture Framework 국방 아키텍처 프레임 워크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Enterprise Architecture 국방 아키텍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chitecture  국방 아키텍처 관리 체계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National Defense-Architecture  국방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 체계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미래 창조 과학부

Minor defect 경결점

Minor Deficiency 경부적합

Minor Repair 소수리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 기술통제 체제

Mission Critical 임무 중요도

Mission Effectiveness 임무 효과도

Mission Essential Item 임무 필수 품목

Mission Phase Code 임무단계 부호

Mission Support Site 임무 지원지점

Mission Type Order 임무형 명령

Mixed Disposition 혼합 배치

MND Functional area 국방 영역

Mobile Ammunition Supply Point 가동 탄약 보급소

Mobile Base Station 이동 기지국

Mobile Education Team 이동 교육팀

Mobile Logistics Support Group 기동 군수 지원단

Mobile One Time Password  모바일 1회용 비밀 번호 

Mobile Subscriber Equipment 이동 무선장비

Mobile Subscriber Terminal 이동 무선 단말기

Mobile Training Team 이동 훈련팀

Mobile Virtualization 모바일 가상화

Mobilization 동원

Mobilization For Expropriation 수용 동원

Mobilization For Use 사용 동원

Mobilization of Transportation 수송 동원

Mobilization Phases 동원 단계

Mobilization Plan 동원 계획

Mobilization Requirement 동원 소요

Mobilize 동원력

Mock-up 실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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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umber 모델번호(형식번호)

Modeling 모델링

Modeling & Simulation Resources M&S 자원

Modeling & Simulation System M&S 체계

Modeling and Simulation M&S

Modeling And Simulation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rnize Facilities 시설 현대화

Modification 수정

Modification 수정 작업

Modification Contract 수정 계약

Modification Work Order 수정 작업명령

Modular Design 모듈화 설계방법

Modularization 모듈화

Module 모듈

Monitor / Monitoring System 감시 장치

Monitoring  감청 

Monte Carlo Simulation 몬테 카를로 모의 실험

Mooring 계류장

Morphing Explosive 가소성 폭약

Mortgage Bond 물적 담보

Motion Recognition  동작 인식 

Movable Property 동산

Moving Average Method 이동 평균법

MSAM1K 천궁

Multi Line Adapter 다중 선 접속기

Multi-beam Antenna 다중 빔 안테나

Multichannel Communication 다중 채널 통신

Multichannel Radio Communication 다중 채널 무선 통신

Multi-function Command Console 다기능 지휘콘솔

Multi-function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NATO) 다기능 정보 분배 체계

Multi-function Radar 다기능 레이더

Multi-level Supply System 다단계 보급 제도

Multimodal Transport Bill Of Lading /  복합 운송 선하증권
Multimodal Transport BL

Multiple Award Schedule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

Multiple Luncher Roket System MLRS 대구경 다련장

Multiple Rocket Launcher System 다련장 로켓(MRLS)

Multiplexed Trunk 다중화 간선

Multiplier Effect 승수 작용

Multiplier Factor 승수 인수

Mutual Consent 담합 행위

Mutual Deterrence 상호 억제

Mutual Recognition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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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ual Support 상호 지원

Mutual Support Duty 상호 지원 근무

N square chart N2 도표

Nano Computer  나노 컴퓨터 

Nano Fiber 나노 섬유

Nano Technology 나노 기술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

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국가 부호국 부호

National Contract Law 국가 계약법

National Core Technology 국가 핵심 기술

National Defense Apportionment of Budget Plan 국방 예산배정 계획서

National Defense Budget 국방 예산

National Defense Budgeting 국방 예산서

National Defense Call for Estimates 국방 예산요구서

National Defense Common Supplies List 국방 공통 보급품 목록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

National Defense Industry 국방 공업

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System 국방 정보 체계

National Defense Objective 국방 목표

National Defense Planning 국방 기획

National Defense Policy 국방 기본 정책서

National Defense Policy 국방 정책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국방 과학 기술

National Defense Software 국방 소프트웨어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국방 규격서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Type 국방 규격의 종류

National Defense Specification Unit 국방 규격품

National Defense Wartime Budgeting 국방 전시 예산서

National Defense Wartime Policy Paper 국방 전시 정책서

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Index  국가 정보 보호 지수 

National Integrated Network  국가 통합망 

National Policy Work 국가 정책 사업

National Project 국책 사업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Special Account 국유 재산 관리 특별 회계

National Public Service Law 국가 공무원법

National Standard 국가 표준

National Stock Number 국가 재고 번호

National Stock Number Item “37” 국가 재고 번호 품목

National System For Geospatial Intelligence 국립 지리 정보 체제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국가 기술 자격 제도

National Treasury Equipment 국고 장비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 국고 채무 부담 행위

NATO Codification System 나토 목록 제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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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Master Cross Reference List 나토 상호 색인 목록

Nautical Mile 해리

NavalBeach Group 상륙 지원단

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시간 및 거리 항법 위성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 

Negotiation 협상

Negotiation LC 매입 신용장

Negotiation Restricted LC 매입 지정 신용장

Negotiation Strategy 협상 전략

Net Amount 순 판매 가격

Net Case Value 순 케이스 금액

Net Exports Price 순수출 가격

Network 네트워크

Network 정보 통신망

Network Centric Data Strategy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공유전략

Network Centric Enterprise Service 네트워크 중심 전사적 서비스

Network Centric Operating Environment 네트워크 중심 전장환경

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

Networked Readiness Index  네트워크 준비 지수 

New Business Plan 신규 사업 계획서

New Code 신규 부호

New Item 신규 품목

New Operator 신규 사업자

New Organization 신규 단체

New Regeneration Energy  신재생 에너지 

Night Vision Device 야시 장비

NIIN Status Code 재고번호 상태 부호

Nobong 노봉

Node 노드

Node Controller 노드 통제기

Nomenclature 품명

Nomenclature 품명(표준품명, 기본 명)

Nomenclature Code 품명 부호

Non Destructive Inspection 비파괴 검사

Non Expendable 비소모성 품목

Non National Stock Number 비목록품록

Non Organizational Equipment 비편제 장비

Non Recurring Cost 비반복 발생비용

Nonaggression Treaty 불가침 조약

Nonaligned State 비군사적 위협

Nonauthorized Stockage List 비인가 저장 품목

Non-Battle Injury 비전투 손실

Non-common Equipment 비공통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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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conformity 부적합

Nonconformity Test 부적합 시험

Non-destructive Testing And Inspection 비파괴 시험 및 검사

Non-directional Antenna, Omnidirectional Antenna 무지향성 안테나

None Approved Item Name 비지정 품명

Nonlethal Agent 비살상 작용제

Non-lethal Weapon 비살상 무기

Non-Memory Semiconductor  비메모리 반도체 

Non-Operating Cost 비경상 비용

Nonpersistent Gas 비지속성 가스

Nonprofit Making Corporation 비영리 법인

Nonrecurring Costs 비순환 비용

Nonrecurring Demand 비순환 수요

Nonrepayable Credits/Loans 재지급 불가 차관 및 대출

Nonstandard Article 비표준 물자

Nonstandard Equipment 비표준 장비

Nonstandard Item 비표준 품목

Nonstandard Service 비표준 서비스

Non-Weapon System 비무기 체계

Normal Attrition 정상적 감손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Northern Limit Line 북방 한계선

Not Operationally Ready For Supply 보급 대기 불가동

Not Repairable Item At Station 기지 수리 불가능 품목

Notice 고시

Notice of Acceptance 발주 통보서

Notice of Quotation 견적 수락서

Notice of Tender 입찰공고

Notification 납부 고지

Nuclear Supplier Group 핵 공급 그룹

Nuisance Intrusion 소음 침투

Number Of Recurring Demand 수요 빈도

Objectives Architecture 목표 아키텍처

Obligation 지불 의무

Obligation Authority 채무이행승인서(지불의무권한)

Observation of Situation 상태 감시

Ocean BL 해양 선하 증권

Ocean Manifest 선박 적하목록(선박 적재목록)

Octacopter 옥타콥터

Off Carrier Position 사하 지점

Offer 청약

Offer Date 오퍼 발행일

Offer Expiration Date 오퍼 유효기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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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Automation System 사무 자동화

Office of Defense Cooperation 미 국방 협력사무소

Officer Conducting Exercise 훈련 지휘관

Official Book 공부

Official Price 공정 가격

Official Price 공정 가액

Official Residence 관사

Offset 절충 교역

Offset Assets 절충 교역 자산

Offset Counter Proposal 절충 교역 대안

Offset Evaluation 절충 교역 평가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절충 교역 계약서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절충 교역 합의 각서

OFF-SET Memorandum of Agreement condition 절충 교역 합의 각서 조건

Offset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절충교역 양해 각서

Offset Program Guidelines 절충 교역 지침서

Offset Proposal 절충 교역 제안서

Offset Rate 절충 교역 비율

Offset Request for Proposal 절충 교역 제안 요청서

Offset Requirements 절충 교역 협상 대안

Offset Requirements 절충 교역 협상 방안

Offset Value 절충 교역 가치

Oil Base Paint 유성 도료

Ombudsman 대표 옴부즈만

Ombudsman 옴부즈만

Omnibus Billing Statement of Account 재분류 추가 대금 청구서

On Call Resupply 요청 재보급

On Hand 재고 보유량

One Time Inspection Order 일시 검사

Onerous Contract 유상 계약

Onetime Purchase 일시 구매

On-Nara Working Management System 온나라 업무 관리 시스템

Ontology 온톨로지

Open Sales Case 진행중인 판매 케이스

Open System Design 개방형 시스템 설계

Operating Cost 운영 원가

Operating Doctrine 운용 교리

Operating Evaluation 운영 평가

Operating Evaluation Aanalysis 운영 평가 분석

Operating Level 운용 수준

Operating Maintenance 수시 정비

Operating Requirement 운영 소요

Operation & Maintenance Costs 운영 및 정비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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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Allocation Factor 운영 배당량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운영 유지비

Operation And Maintenance Data 운영 유지 자료

Operation Concept 작전 개념

Operation Concept Of Force Battle Field Function 군 전장 기능별 운영 개념

Operation Level 운영 수준

Operation Objective 작전 목표

Operation Order 작전 명령

Operation Phasing 작전 단계화

Operation Plan 작전 계획

Operation Plan 작전 기획

Operation Security 작전 보안

Operational Concept 운영 개념 

Operational And Maintenance Requirement 운영 및 정비 소요

Operational Architecture 업무아키텍처

Operational Architecture 운용 구조

Operational Art 작전술

Operational Assessment 운용성 확인

Operational Availability 운용 가용도

Operational Concept Description 운용 개념 기술서

Operational Control 작전 통제

Operational Environment 운용환경

Operational Mobilization 작전 동원

Operational Mode Summary/Mission Profile 운용 형태 요약/임무 유형

Operational Quantity 운영량

Operational Readiness Float 운영 대충 장비

Operational Requirement Control 작전 소요통제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운용 요구서

Operational Sustainability 작전 지속 능력

Operational Test 운용 시험

Operational Test & Evaluation 운용시험 평가

Operational View 운용 관점

Operationl Sustainment 작전 지속

Operations Command 작전사

Operations Research 운영 분석

Operations Research Evaluation 운영 분석 평가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

Optical Communication 광통신

Optical Cross Connect 광 회선 분배기

Optical Disk Drive  광디스크 드라이브 

Optical Fiber Cable 광 케이블

Optical Gyroscope 광학 자이로스코프

Optical System 광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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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Tracking 광학 추적

Optimal Allocation of Spares Initial Support
 동시 조달 수리 부속 소요 산출용  

 표준 소프트웨어

Optimum Stockage Level 적정 재고 수준

Oranization Repair Parts 부대 수리 부속품

Orbit of Satellites 인공 위성궤도

Order And Shipping Time 발주 및 수송시간

Order BL 지시식 선하 증권

Order of Battle 전투 서열

Ordering Agency 발주기관

Ordering Period 주문 기간

Ordnance, Weapon 병기

Organic Coatings 유기 도료

Organic Function Inspection 관능 검사

Organiz ational Supply 편성 부대 보급

Organization 편성

Organization 편제

Organization Of Ground 지면 편성

Organization Of Warfare Expeditionary Force 해외 파견 부대 편성

Organization Standard 단체 표준

Organization, System 체제

Organizational Breakdown Structure 조직 분할구조

Organizational Maintenance 부대 정비

Organizing Equipment 구성 장비

Original Budget 본조(본조달 예산)

Original Budget/National Debt 본조 및 국채

Originality Development 독자 개발

Orion 오리온

Orzanization 조직

Othe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기타 감항 인증 기준

Ouside Order 외주

Outcome Evaluation 성과 평가

Outcountry Direct Purchase 국외 직구매

Out-country Maintenance 국외 외주 정비

Outlays 실제 비용

Outline Development Plan 개략 연구개발 계획서

Outline Plan 개략 계획서

Outsourcing 아웃소싱

Outsourcing Contract 외주 계약서

Over Assets 과보유 자산

Over Standardized Repair 계단 초과 정비

Overhaul 분해 수리

Overlap Photograph 중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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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y 오버레이

Overpressure Valve 역류 방지 밸브

Overseas Deployment Of Armed Forces 해외 파병

Overseas Training `국외 교육

Oversight 사후 관리

P-3C(Orion) 대잠 초계기

Pack 묶음단위

Pack Troop 타마 부대

Package Codes 포장 단위 부호

Package/unpackage 포장·해체

Packaging Category Code 포장 분류 기호

Packaging Handling And Storage 포장 취급 및 저장

Packaging Handl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Packet Identifier 패킷 식별 기호

Paint 도료(페인트)

Paladin Self-propelled Artillery 팔라딘 자주포

Paradigm 패러다임

Parallel Process 병렬 처리

Parametic Estimation 모수 추정법

Parametric Estimation 매개변수 추정

Parametric Estimation 파라메트릭 추정법

Part 부품·소재

Part Code 부품 코드, 품목 코드

Part Localize 부품 국산화

Part Number 부품번호

Partial Costing 부분 원가계산

Partial Mobilization 부분 동원

Partial Payment 부분급

Particular Contract 단독 계약

Particular Contract & Long-Term Contract 단기계약 및 장기계약

Partition / Distribution 분배

Partner Agreement 계약 상대자

Parts Basic Intelligence 부품 기본정보

Parts Cost 부분품비

Parts Management Number 부품 관리번호

Parts Stress Analysis 부품 부하 분석기법

Part-Time Worker 단시간 근로자

Passenger 승객

Passive Sonar 수동 소나

Patent Right 특허권

Patent Secrecy Agreement 비밀 특허협정

Pathfinder 선도 장치

Patriot Missile 패트리어트 미사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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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load 적재 하중

Payment Bill 대금 지급 청구서

Payment In Substitutes 대물 변제

Payment on Delivery 인도시 대금 지불조건

Payment Schedule 대금 지불 일정

Payment, In lieu of Exchange Commission 대가 지급 

Payment, Performance, Repayment 변제

Payment, Reparation 변상

Peace Keeping Operation 국제 연합 평화 유지 활동

Peace Time Spare Parts 평시 운용 예비 부품

Pencentile 백분위수

Perceiption of Profit 수익의 인식

Percent Defective 불량률

Percent Of Base Repair 기지 수리율

Perform Manager 수행 책임자

Performance 성능

Performance Audit 업무 감사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 기반 군수

Performance Based Logistics 성과 기반 군수지원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Performance Bond 이행 보증금

Performance Indicator 성과 지표

Performance Inspection 기능 검사

Performance Inspection 기술 검정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 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성과 관리 시스템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 성과 관리 기준선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 Analysis 성과 측정

Performance Price 실적 가격

Performance Rate 성과 비율

Performance Requirement 이행 의무

Performance Review 실적 평가

Performance Specification 성능 규격

Performance Specification 성능형 규격

Performance Specification 체계 성능 요구서

Performance Type Specification 성능형 규격서

Performing Activity 업무 수행 활동

Permanent Fault 고정 고장

Permanent NBC Protection Shelter 영구형 화생방 대피호

Personal Authentication 개인 인증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 개인 휴대 통신 시스템

Personal Computers 개인용 컴퓨터

Personal Data/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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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 휴대 정보 단말기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개인 식별 번호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개인 정보 관리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ystem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개인 식별 정보 

Petition 청원

Phaseout Planning 도태 계획

Physical Architecture 물리적 아키텍처

Physical Configuration Audit 물리적 형상 확인

Physical Data Model 물리적 데이터 모델

Physical Model 물리 모델

Piezo Ceramic Technology  압전 세라믹 기술 

Pipehead Supply Point 관변 보급소

Piston Engine 피스톤 엔진

Place Of Delivery 납지

Plan Adjustment 계획 조정

Plan System 계획 체계

Planned Budget 계획 예산

Planned Amount 계획 금액

Planned Balance 계획 잔액

Planned Business Trip 계획 출장

Planned Demand Value Item 계획 수요 품목

Planned Maintenance System 계획 정비 제도

Planned Requirement 기획 소요

Planned Transportation 계획 수송

Planning 계획

Planning 계획 초안

Planning 기획

Planning Directive 계획 지시

Planning Guidance 계획 지침

Planning Management System 기획 관리 체계

Planning Memorandum 계획 각서

Planning Order 기획 명령

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국방 기획 관리 제도

Evaluation System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계획 요구량
Planning Requirement 

Planning System 기획 체계

Planning, Decision and Execution Cycle 계획, 결심, 시행 주기

Planning-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기획 계획 예산 제도

Plural Competition 복수 경쟁

Policy 정책

Policy Planning 정책 기획

Port Capacity 항만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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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Loading And Unloading Costs 하역비

Port Of Embarkation / Sea Port Of Embarkation 탑재 항만

Post Test 사후검사

Post-Costing 사후 원가 계산

Postponement Business 순연 사업

Potting 포팅

Powder Paint 분체 도료

Power Blogger  파워 블로거 

Power Distributor 배전기

Power Supply System 전원 공급장치

Prearranged Price 예정 가격

Precedent Study 선행연구

Precision Measurement Equipment Laboratory 정밀 측정 시험소

Precision Test 정밀 검사

Pre-Estimated Cost 사전 원가

Pre-Estimated Cost Accounting 사전 원가계산

Pre-Estimated Cost Control 사전 원가관리

Preferential Selection Item 우선 선정품류

Preflight Inspection 비행 전 검사

Preliminary Design 기본 설계

Preliminary Design 예비설계(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Review 기본 설계 검토

Preliminary Design Review 예비설계 검토

Preliminary Evaluation 사전 평가

Preliminary Technology Maturity Assessment 사전 기술 성숙도 평가

Premium 보험료

Pre-negotiation 사전협상

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사전 계획 성능 개량

Preplanned Project 기계획 사업

Prepositioning Of Materiel 사전 비축

Prerequisite Core Skill 선행 핵심기술

Prerequisite Core Skill Business 선행 핵심기술 사업

Prescribed Load 규정 휴대량

Prescribed Load List 규정 휴대량 목록

Prescription Item 시효성 품목

Prescription Supplies 시효성 물자

Present 선물

President Provisional Order 대통령 긴급명령

Pressure-Release Firing Device 압력 해제식 발화장치

Prevention Of Mutual Interference 상호 간섭방지

Preventive Action 예방 조치

Price & Cost information 가격 정보

Price Analysis 가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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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And Availability Data 가격 및 가용성 자료

Price And Cost Investigation 가격 조사

Price Fluctuation Rate 물가 변동률

Price Index 물가지수

Price Indicator Code 단가 구분 부호

Price Research 물가조사

Price Settlement Means 대금 결제 방식

Pricing 가격 산정

Primary Address Code 주요 특성 항목 부호

Prime Vendor System 주공급자 제도

Principle for Combat Service Support 전투 근무지원 원칙

Principle of Measurement 측정 원리

Principle Of War 전쟁 원칙

Priority Indicator Code 우선 순위 지시부호

Private Finance Initiatives 민간 자본활용

Private Trust 민간위탁

Privatization 민영화

Process 공정

Process Chart 공정 도표

Process Costing 종합 원가 계산

Process Inspection 공정 검사

Process Management 공정 관리

Process Model 과정 모델

Processing Expenses Arising From Outside Manufacturer 외주 가공비

Procurement 조달

Procurement By Formal Advertising 일반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Limited Competition 제한 경쟁 계약

Procurement by Negotiation 수의 계약

Procurement By Nominated Competition 지명 경쟁 계약

Procurement Directive 조달 지시

Procurement Document 구매 서류

Procurement Lead Time 조달 소요 시간(조달리드타임)

Procurement Plan 조달 계획

Procurement Requirement 조달 소요

Procurement Supplier 조달 업체

Procuring Contracting Officer 조달 계약 담당관

Producer Price 생산자 가격

Producer Price Index 생산자 물가지수

Product Baseline 생산 기준

Product Baseline 제품 기준

Product Configuration Information 제품 형상 정보

Product Cost Accounting 제품 원가 계산

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 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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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mprovement Program 성능 개량

Product Improvement Program business 성능 개량사업

Production 생산

Production Acceptance Test 생산 수락시험

Production By Technical Transfer 기술 도입 생산

Production Capacity 생산 능력

Production Capacity Document 생산 능력 판단서

Production Costs 제조 원가

Production Data 생산 제원

Production Engineering Measure 생산 기술 측정

Production Lead Time 생산 소요기간

Production Look Alike Environment 생산 유사환경

Production Performance 생산 실적

Production Planning 생산 계획

Production Process 생산 공정

Production Readiness Review 생산 준비 검토

Production Readiness Condition Review 생산 준비 상태 검토

Production Readiness Review 양산 준비 검토

Production Unit 생산 시설

Production Validation 생산 확인

Produktionszeit 생산 기간

Professional Degree Education 전문 학위교육

Professional Education 전문 교육

Professional Military Education 전문 군사교육

Profile 표준 프로파일

Profit 이윤

Program 프로그램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퍼트

Program Management Review 사업관리 검토

Programmable Logic Devices PLDs

Programmed Depot Maintenance 기계획 창 정비

Programmed Requirement 계획 소요

Progress Payments 중도금

Progressive Tax 누진세

Project Agreement 사업 협정

Project Life Cycle 사업 수명주기

Project Management 사업관리

Project Management Agency 사업관리 기관 및 부서

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 관리단

Project Management Officer 국외 사업 현장 감독관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사업관리 기관

Project Manager 사업 관리자

Project Officer 과제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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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lan 사업 계획

Proof 입증

Proper Parties 적격 당사자

Property Book 재산 대장

Property Control Work 관재 업무

Proposal 제안서

Proposal Code 건의 부호

Proposal Evaluation Staff 제안서 평가 위원

Proposal Evaluation Standard 제안서 평가 기준

Propulsive Efficiency 추진 효율

Protection Technology 방호 기술

Protective Device 보호 장치

Protective Equipment For Secret Codes 암호 장비

Protective Trade Policies 보호 무역정책

Protective Wire Entanglement 방호 철조망

Prototype 프로토 타입

Prototype Company 시제업체

Prototype Cooperative Firm 시제 협력업체

Prototype Depot Maintenance 시제품 창정비

Prototype Goods 시제품

Prototype Inspection 시제품 검사

Prototype Model Number 시제 모델번호

Provision of Clue 단서조항

Provisional Budget 가예산

Provisional Satisfaction 잠정 만족

Provisional Specification 잠정 규격서

Provisional Suitability 잠정 적합

Provisional Treaty 가조약

Provisioning Contract Control Number 보급 계약 관리 부호

Provisions Plan 비축 계획서

Provisonal Efficiency 잠정 효율

Provisonal Unit 잠정 부대

Proxy War 대리 전쟁

Public Assets / State Property 공유 재산

Public Charge And Tax 제세 공과금

Public Goods 공공재

Public institution 공공 기관

Public Land 공유지

Public Loan 공채

Public Purchase Loan 공공 구매론

Public Research Institute 공공 연구 기관

Public Resources Portal  공유 자원 포털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공중 교환 전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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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Vehicles 공용 차량

Purchase 구매

Purchase Budget 구매 예산

Purchase Contract 구매 계약서

Purchase Description 구매 명세서

Purchase Information Network 구매 정보망

Purchase Material 구입 재료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

Purchase Plan 구매 계획

Purchase Request 구매 요구서

Purchase Specification 구매 규격서

Purchaser’s Price 구매자 가격

Pure Basic Research 순수 기초연구

Put to Practical Use 실용화

PzH 2000 Self-propelled Artillery PzH 2000 자주포

Quality Control 품질 관리

Quadcopter 쿼드콥터

Qualification 인증

Qualification Examination 적격 심사

Qualification Inferior Rate 인정 불량률

Qualification Loss Rate 인정 손실률

Qualification Process 자격 부여 공정

Qualification Sample Rate 인정 시료율

Qualification Scanning Knock-down System 적격 심사 낙찰제

Qualification Test 인증시험

Qualitative Analysis 정성 분석

Quality 품질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서

Quality Assurance Agency 품질보증 기관

Quality Assurance Representatire 품질 보증원

Quality Plannig 품질 기획

Quality Assurance Requirement 품질 보증 요구서

Quality Assurance System 품질 보증 제도

Quality Audit 품질 감사

Quality Condition 품질 보증 조건

Quality Deficiency Report 품질 결함 보고서

Quality Document 품질 문서

Quality Factor 품질 요소

Quality Function Deployment 품질 기능 전개

Quality Inspection 품질 검사

Quality Inspection Personnel 품질 검사 요원

Quality Management 품질 경영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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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Plan 품질 계획

Quality Plan Requirement 품질 계획 요구서

Quantity of Recurring Demand 연간 수요

Quantity Per Application 대당 장착 수량

Quarantine 검역

Quartering 설영

Quartering Party 설영대

Question 질의

Quick Supply System 신속 보급제도

Quotation 가격 고시

R&D Life Cycle 연구 개발 수명 주기

Radar Absorbing Material 레이더 흡수 물질

Radio Access Unit 이동 무선 기지 장비

Radio Frequency Spectroscopy 고주파 분광

Radio Meaconing 무선 항법방해

Radio Navigation 무선 항행

Radio Ragulations 전파 규칙

Radio Silence 무선 침묵

Radiometer 복사계

Railway Transportation Support 철도 수송 지원대

Random Check 불시 검사

Random Sample 무작위 표본

Range At Depth 층심도 거리

Rate of Growth 성장률

Rationalization, Standardization & Interoperability 합리화 표준화 및 상호 운용화

Raw Material 원료

Reaction Time 반응시간

Reactivation / Regeneration 재생

Reactivation Cycle Requirement 재생 주기 소요

Reactive Armor Technology 반응 장갑기술

Readiness Standards 전비 기준

Ready Mixed Paint 조합 페인트

Real Rights 물권

Real Time Data Link Processor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

Rearch Service 연구 용역

Reasonable Level of Assurance 합리적 확신

Rebidding 재입찰

Receipt a Bill of Lading 수령 선하증권

Receipt Check 수납 검사

Receipt Inspection 수령 검사

R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Receiving Inspection 수입 검사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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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Defense Procument 상호 국방조달

Recognition 승인

Reconstitution 재조직

Recording Account 기록 계정

Records Center 기록관

Recoverability Code 복구성 부호

Recoverable Item 복구 가능품

Recoverable Item 수리 가능품목

Recovery 복구

Recovery 회수

Recovery Vehicle 구난 차량

Recruit Direction 충원 지시

Recurring Issue 순환 불출

Red Bill of Lading 적색 선하증권

Red Equipment 적색 장비

Redesign/Design Modification 재설계/설계변경

Redevelopment 재개발

Reduced Organization 감소 편성

Reduction Accounting Criteria 감액 산정 기준

Reduction Business Process Guidance 감액 업무 처리 지침

Reduction Business Processing Drafting 감액 업무 처리 제도

Reduction Ratio 감소율

Reduction Ratio 인하 비율

Reduction Target Amount 감액 대상 금액

Redundancy 중복성

Reengineering 리엔지니어링

Reexport 역수출

Reference Model 참조 모델

Reference Number 참조 번호

Reference Standard 표준 기준 또는 기준 표준

Reference Standards 기준 표준기

Reflection Paint 반사 도료

Refresher Training 보수 교육

Regiment Combat Team 연대 전투단

Regiment Combat Team 전투단

Register 대장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사업자 등록

Regulated Item 규제 품목

Regulation 규정

Regulator 공기압 조절 장치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민간투자사업 ROT

Rehabilitate Own Operate 민간투자사업 ROO

Reimbursements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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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d Objectives 증강 목표

Reinvest Business 재투자사업

Relationship 관계

Reliability 신뢰성(도)

Reliability Allocation 신뢰도 할당

Reliability Analysis 신뢰성 분석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신뢰도 중심 정비

Reliability Evaluation 신뢰도 평가

Reliability Prediction 신뢰도 예측

Reliability Prediction Data 신뢰도 예측자료

Reliability Test 신뢰성 시험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램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Analysis 램 분석

Reliablity 신뢰성

Remaining Period of the Contract 계약 잔여 이행 기간

Remittance Bank 송금 은행

Remittance Style 송금 방식

Remodeling 개조

Remote Control 원격 제어

Remote Control 원격 조종

Remote Control Device/ Remote Control System 원격 조종 장치

Remote Measurement/ Telemetry 원격 측정

Remote Subscriber Concentrator 다중 집선기

Remotely Maintenance System 원격 정비 시스템

Remotely Operated Aircraft 원격 조종 항공기

Remove And Replace 탈거 및 교체

Renewal 갱신 심사

Reorder Cycle 재청구 주기

Reorder Point 재청구 수준점

Reorder Point 재청구점

Reorganization 재편성

Repair 수리

Repair Accessory, Repair Parts 수리 부속품

Repair and Repairing Expenses 수리 수선비

Repair and Replace 수리 및 교환

Repair and Return 수리 및 반환

Repair Cycle Asset Control Item 수리 순환 품목

Repair Cycle Float 수리 정비 대충 장비

Repair Cycle Quantity 수리 순환 요소

Repair Cycle Time 수리 복귀시간

Repair Cycle Time 수리 주기

Repair Part 수리 부속품

Repair Rate 수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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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Service 정비 용역

Repair Ship 정비함

Repair Survival Rate 수리 재생율

Repair Work 보수 공사

Repair Work Space Cost 수리 작업 공간비

Repairable Condition 요 수리 상태

Repairable Item 복구성 품목

Repairable Item(s) 요정비 물품

Repairable Limit 수리 한계

Repaired Item(s) 정비된 물품

Repayment Delay Interest 상환 지연 이자

Replacement Demand 보충 청구

Replacement Factor 교환율

Replacement Issue 보충 불출

Replacement Requirement 보충 소요

Replenishment 수준 보충(보급)

Replenishment Area 보급 해역

Report Disclosure 공시 보고

Report of Discrepancy 하자 보고

Report on Inspection Delivery 검사 및 납품 조서

Reports Control Symbol 보고 통제부호

Reports Of Shipments 선적 보고서

Repository / Reservoir 저장고

Representatives of Joint Supply and Demand 공동 수급체 대표자

Reproducibility 재현성

Reprogramming 사업간 자금 전환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구서

Request For Proposal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구

Request for Quotation 견적 요청서

Request For Waiver 규격 면제

Required Days of Stock 요구 재고 일수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요구 운영 능력서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작전 운용성능

Required Supply Rate 소요 보급률

Requirement 소요

Requirement 소요량

Requirement Adjudication 소요 판단

Requirement Allocation Document 요구사항 할당 문서

Requirement Decision 소요 결정

Requirement Document 요구서

Requirement Institution 소요 제기

Requirement Institution Document 소요 제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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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Management 소요 관리

Requirement Management 요구사항 관리

Requirement Military 소요군

Requirement Military Requirements 소요군 요구사항

Requirement Military/Demanding Forces 소요군과 수요군의 차이

Requirement Plan 소요 계획

Requirement Refinement 요구사항 정제

Requirement Request Agency 소요 요청기관

Requirement Traceability 요구사항 추적성

Requirements 요구 사항

Requirements Review 소요 검토

Requisition 징발

Requisition Control Number 자금 계정부호

Requisition Objective 청구 목표

Requisition Wait Time 청구 대기 시간

Requisitioning Supply System 청구 보급 제도

Research Agency 전문 연구기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민간 연구기관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연구 개발비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공동 투자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Joint Investment Project 공동 투자 연구 개발 사업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ment 업체 투자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rivately Led 업체 주관 연구 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 연구 개발 기관

Research And Development Step 연구 개발 단계

Research And Development Supervision Institution 연구 개발 주관 기관

Research Cheating 연구 부정행위

Research Developement Project 연구 개발 사업

Research Funds 연구비

Research Report 연구 보고서

Research, Development And Acquisition 연구 개발 및 획득

Researcher 연구원

Reservation/ Reserve 유보

Reserve 비축

Reserve Bank 준비 은행

Reserve Fund 예비비

Reserve Ship 예비함

Reserve Spare Parts 예비 수리 부속

Reserve Supplies 상비품

Reserve Supplies, Unit Reserves 부대 예비품

Reserved Fund 대기성 자금

Reserved Word 예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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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rvist Duty 보충역

Resonance Frequency 공명 주파수

Resource Management 자원 관리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자원 관리 정보 체계

Resource Management System 자원 관리 제도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 책임 할당표

Restated Mission 임무 재진술

Restoration Of Combat Power 전투력 복원

Restricted Fire Areas 사격 제한구역

Restructuring 구조 조정

Result of a Measurement 측정 결과

Retail Sale Level 소분배 계통

Retaining Fee 착수금

Retention Stocks 보유 재고

Reuse Software 재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Reutilization 재활용

Revenue & Expenditure 세입 세출

Reverse Auction 역경매

Reverse Auction Bidder 역경매 입찰자

Reverse Auction Tender 역경매 입찰

Reverse Engineering 역설계

Reverse Logistics 역물류

Reverse Nomenclature 역 명명법

Reversible Antenna 가역 안테나

Reversible Cell 가역 전지

Review 검토

Review And Analysis 심사 분석

Review And Assessment 심사 평가

Review of Military Practicality 군사적 실용성 평가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Bill 추가 경정 예산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사 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Logistics 군수 혁신

Revolving Fund 회전 기금

Revolving Fund System 회전 기금 제도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RFID Voice Information System  RFID 음성 안내 시스템 

Rhochrematics 로크레마틱스

Richter Magnitude Scale  리히터 규모 

Right Of Belligerency 교전권

Rigid Expenses 경직성 경비

Ripple Effect 파급효과

Risk Assessment 위험도 분석

Risk Assessment 위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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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위험 관리

Road Inspection System 노상 검사 제도

Road Interval 노상 간격

Roadmap 로드맵

Robot Sensor  로봇 감지기

Robust Statistics 로버스트 통계

Roller Coater Coating 롤러 코터 도장

Rotor 로터

Router 라우터

Routine Identifier Codes 경로 식별 부호

Royalty 기술 도입료

Royalty 로열티

Royalty 특허권 사용료

Royalty / Engineering Fee 기술료

RQ-101 RQ-101

Report on Final Accounts 결산 보고서

Rules Of Engagement 교전 규칙

Running Spare 예비 부속품

Runtime Error 실행 시간 오류

Rust Resisting Paint 방청 도료

Safeguard Assessment 안전 조치 평가

Safety Critical 안전 중요도

Safety Distance 안전 간격

Safety Factor 안전 계수

Safety Flight Gear 생환 장구

Safety Hazard Severity Code 위험도 부호

Safety Level 안전 수준

Safety Level Of Supply 보급 안전 수준

Safety Stock Level 안전 재고 수준

Safety-Of-Flight 안전 비행

Sale 매각

Sale Of State Property 국유 재산의 매각

Sales Agreement 매매 약정

Salvage Robot Project 구난 로봇 사업

Sample 시료

Sample 표본

Sample Ammunition 시료탄

Sample Inspection 표본 검사

Sample Number 표본 수

Sample Procurement 견본 조달

Sample Standard Deviation 시료 표준편차

Sample Survey Object 표본 조사 대상

Sample Survey Part 표본 조사 부품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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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Variance/Experimental Variance 표본 분산/시료 분산

Sampling 샘플링

Scenario Development Technology 시나리오 개발 기술

Schadenersatz 손해 배상

Schedule Performance Index 일정 성과지수

Schedule Variance 일정 편차

Scheduled Repair Work 계획 보수 공사

Scheduled Supply 보급계획

Scheduled Supply Requirement 계획 보급 소요

Scheduling 일정계획

Schema 스키마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과학 기술 정보

Scope Sight / Telescope Sight 광학 조준경

Screening Standard 적격심사기준

Sea Transportation 해상 운송

Seal Proves 인감증명

Search 탐색

Search And Rescue Center 탐색 및 구조 본부

Search And Rescue Coordinator 탐색 및 구조 협조관

Seasonal Variation 계절 변동

Second Examination 재시험

Second Examination Test 재시험 평가

Security / Warranty 보증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 안보지원 관리 교범

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Review 안보지원 관리 검토

Security Assistance Organization/Office 안보지원 조직/사무소

Security Assistance Policies and Procedures 안보지원 정책 및 절차

Security Assistance Program 안보지원 계획

Security Audit 보안 감사

Security Base 경비 기지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한미 안보 협력 위원회

Security Cooperation Information Portal 안보협력정보 지원체계

Security Evaluation  보안 평가 

Security Operational Rule 보안업무 규정

Security Patch  보안 패치 

Security Policy Protocol 보안 정책 통신 규약

Security System 보안시스템

Security Universal Serial Bus  보안 USB 

Secutiry Assistance 안보지원

Seeker 탐색기

Segregation/ Quarantine 격리

Sejong the Great Class Destroyers 세종대왕급 구축함

Selected Equipment 선택형 장비



색
인

789

Selective Identification Feature 선택적 식별장치

Self Test 자체 시험

Self-Propelled AA 30mm Twin-Gun System 30mm 자주 대공포

Self-Propelled Artillery 자주포

Self-Propelled Vulcan 자주 발칸

Seller 매도인

SemiActive Laser 반능동 레이저

Semi-active Laser Homing System 반능동 레이저 추적 유도방식

Semi-active Radar Homing 반능동 레이더 추적

Semi-Annual Settlement 중간 결산

Semi-completely Knock Down 부분 조립생산

Send Staff 파견 직원

Separate Basic Research 개별 기초 연구

Serial Number 일련번호

Service 용역

Service Cost 용역 원가

Service Designator Code 사용 군부호

Servic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용역계약 일반조건

Service Life 사용 수명

Service Life Extension Program 수명 연장 계획

Service Support 근무 지원

Service Troops 근무 부대

Set Out 측설

Shadow Zone 음영 구역

Share Ratio 분담 비율

Shared Data Environment 데이터 공유 환경

Shared Database 공유 데이터베이스

Shelf Life 저장 수명

Shelf Life Code 저장 수명부호

Shipment 출하

Shipment Order 적송 명령

Shipment Request 선적요청

Shipped Bill of Lading 선적 선하증권

Shipping Advice 선적통보

Shipping Document 선적서류

Shipping Instruction 선적지시

Shipping Time 선적시간

Shopping List 잠재적 협력가능 과제목록

Short Form BL 약식 선하증권

Short Ton 쇼트 톤

Short-term Contract 단기계약

Sight LC 일람불 신용장

Signal Processing Technology 신호 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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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r 서명자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중요 군사 장비

Silence Lifted 침묵 해제

Silicon Resin Paint 실리콘 수지도료

Simple Direct Cost 단순 직접 경비

Simple Item 단순품목

Simulation 시뮬레이션(모의)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M&S 기반 획득

Simulator 시뮬레이터

Simultaneous Test 동시 시험

Single Channel Radio Communication 단일 채널 무선 통신

Single Source of Supply 단독 공급원

Single Source of Supply 단일 공급원

Single Stage Dissemination System 단일 단계 보급제도

Single Step To Full Capability 일괄 개발 전략

Single Stock Fund 단일 재고 기금

Situation Map 상황도

Skill Level Code 주특기 숙련 수준 부호

Skill Score Test 숙련도 시험

Skills Development Training 능력 계발 교육

Skimming Flight 초저고도 비행

Small Business 소상공인

Small Company 소기업

SmAll Day SmAll Day

Small Unit Combat Net Radio 소부대 전투 무선망 체계

Smart Bullet 지능탄

Smart Ship  스마트 선박 

Smart Unmanned Aerial Vehicle 스마트 무인기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Soft Landing 연착륙

Software 소프트웨어

Software a Product 소프트웨어 산출물

Software Business Expense 소프트웨어 사업비

Software Configuration Items 소프트웨어 형상 항목

Software Defined Radio 소프트웨어 무선기술

Software Dynamic Test 소프트웨어 동적시험

Software Reliability Test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Software Reliability Test Tool 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도구

Software Static Test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

Software Technical Data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Sohn Won-il class submarines 손원일급 잠수함

Sole Selling Right 독점 판매권

Solid Propellant 고체 로켓 추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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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Rocket 고체 로켓

Solid Type Paint 솔리드계 도료

Solid-state Laser 고체 레이저

SONAR(Sound Navigation and Ranging) 소나

Sound Detection Radar  음향 탐지 레이더 

Sound Discipline 음향 관제

Source Code 소스 코드

Source Maintenance and Recoverability Code 근원 정비 복구성 부호

Source Of Supply 조달원

Space Information 공간 정보

Space Information Industry  공간 정보 산업 

Space Operations 우주 작전

Space Weapon/ Space Weapons 우주 무기

Spares 예비품

Special Access Programs 특수 인가 프로그램

Special Account 특별 회계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특별 감항 인증

Special Level 특별 정수

Special Maintenance Item Code 특수 정비 품목 부호

Special Material Content Code 특수 물자 부호

Special Military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특별 감항 인증서

Special Regulation In War Time 전시 특례

Special Requirement 특수 소요

Special Terms & Conditions 계약 특수 조건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전문화 및 계열화

Specialized English Training 전문 영어훈련

Specialized Institution 전문 기관

Specialized Price Investigation Agency 전문가격 조사기관

Specific Cost 개별비

Specification 규격서

Specification 사양서

Specification 설명서

Specification Control 규격 관리

Specification Of Work /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공사 설명서

Specified Carry-over Expenses 명시 이월

Specified Carryover Fund 명시 이월비

Spike Er Missile; Spike Extended Range Missile 스파이크 사거리 연장형 유도탄

Spike Long Range Missile; Spike Lr Missile 스파이크 장거리 유도탄

Spike Medium Range Missile 스파이크 중거리 유도탄

Spike Non Line of Sight Missile 스파이크 비가시선 유도탄

Spill Over 전파 월경

Spin-off 스핀 오프

Spin-on 스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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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l Development 나선형 개발

Spiral Development 진화적 개발

Spoilage Process 공손비 처리

Spoiled Work 공손품

Spot Check 부분 검사

Spot Repair 현지 수리

Spray Coating 스프레이 도장

Spread Spectrum 대역 확산

Sprinkling System 살수 장치

Stabilizing Device 안정화 장치

Staff Memorandum 참모 각서

Staff Supervision 참모 감독

Staging Cost 집합 원가

Stall Warning System 실속 경고장치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표준 감항 인증 기준

Standard in Detail 세부 기준

Standard Item 표준 품목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예규

Standard Samples 견본

Standard Specification 규격

Standardization 표준화

Standardization Conformance Test 표준 적합성 시험

Standardization Documents 표준화 문서

Standardization Equipment Identification Code 장비 표준화 부호

Standardization of Military Vehicles 군 표준 차량

Standardization Validity Review 표준화 타당성 검토

Stand-by LC 보증 신용장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부대 예규

Standing[Permanent] Committee 상임 위원회

Standoff Land Attack Missle 원격 지상공격 미사일

Starting Price 시작 가격

State Property 국유 재산

State Property Law 국유 재산법

Statement 명세서

Statement 문장 커버리지

Statement Of Airworthiness 감항 확인서

Statement Of Work 업무 기술서

Statement Of Work 작업 명세서

Statement Of Work 작업 정의서

Statistical Quality Control 통계적 품질 관리

Status Of Equipment 장비 현황표

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 지위 협정

Stealth 스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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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Technology 스텔스 기술

Steerable Null Antenna Processor 안테나 빔 조향장치

Stipulated Price 협정 가격

Stock Fund 재고기금

Stock Number 재고번호

Stock Number Disagreement List 재고번호 불일치 목록

Stock Number Indicator Codes 재고번호 식별 부호

Stock Number User Directory 저장번호 이용자 목록

Stock Reserve 예비 재고

Stockpile 비축 물자

Stockpile 비축량

Stockpile Equipment 비축 장비

Stockpile Goal 비축 목표

Stockpile Take 비축 소요

Stockpile To Target Sequence 표적 순위별 저장

Stop Competing Eligibility 경쟁 참가 자격 정지

Storage Location 저장 위치

Storage Test Procedure 저장 시험검사서

Store 치장

Stored Equipment 치장 장비

Stored Equipment & Material 치장 장비물자

Stored Material 치장 물자

Stowage 적하

Stowage Diagram 적치도

Straight Bill Of Lading / Straight Form BL 기명식 선하 증권

Straight Cost Contract 순원가 계약

Strategic Arms 전략 무기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전략 무기 감축 협상

Strategic Buffer Zone 전략적 완충 공간

Strategic Center Of Gravity 전략적 중심

Strategic Concentration 전략적 집중

Strategic Guidance 전략 지침

Strategic Logistics 전략적 군수

Strategic Materials 전략 물자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Strategic Reserve 전략 예비

Strategic Vulnerability 전략적 취약성

Strategy 전략

Strategy Concept 전략 개념

Strategy Logistics 전략 군수

Strategy Technology 전략 기술

Strategy Warning 전략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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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Name 명의 대여

Structural Analysis / Structure Analysis 구조 분석

Subcontract Repair 외주 수리

Subcontractor processing 외주 가공

Subdepot 분창

Subject Company 대상 업체

Subject Matter Expert 내용 전문가

Subject Matter Expert 주제 전문가

Subject Responsible Person 과제 책임자

Submittering Activity 자료 제출기관

Subsidiary Facilities 부대시설

Subsistences 급식

Substitute Item 대체 품목

Substitution 동등품 대치

Successful Bid 낙찰

Successful Bid Rate 낙찰 비율

Summer Material 월하 물자

Sunk Cost 매몰 원가

Superficies 지상권

Supplement 보충

Supplement Call 보충 소집

Supplementary Quality Assurance Provisions 품질 보증 보충 규정

Supplementary Rate 보충율

Supplier 공급자

Supplier’s Certificate 공급자 증명서

Supplies Expense 소모품비

Supply 보급

Supply Action Ratio 보급 조치율

Supply and Demand Business 수급 사업자

Supply Base 보급 기지

Supply Catalog 보급목록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Supply Contract 공급 계약

Supply Control 보급 통제

Supply Control Department 보급 통제기관

Supply Deficiency Report 하자 보고서

Supply Depot 보급창

Supply Depot 예비창

Supply Document Select Sign 보급 문서 선정부호

Supply Efficiency 보급 효율

Supply Goods 조달 물자

Supply Level 보급 수준

Supply Level Requirement 보급 수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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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Management Analysis 보급 관리 분석

Supply Network 보급망

Supply Point 보급소

Supply Point Distribution 보급소 분배

Supply Propulsion System 보급 추진계통

Supply Requirement 보급 소요

Supply Road / Supply Route 보급로

Supply Source Sign 보급원 부호

Supply Status 보급 현황보고

Supply Support Arrangement 보급 지원 협정

Supply Support Ratio 보급 지원율

Supply Support Unit 보급 지원 부대

Supply System 보급 제도

Supply System 보급 체계

Supply Transaction Register 보급 거래 기록 대장

Support 지원

Support Concept Code 지원 개념 부호

Support Equipment Required Code 지원 장비 소요 부호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전력화 지원 요소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lear Evidence 전력화 지원 요소 확증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Confirm 전력화 지원 요소 입증

Supporting Element of Force Integration Decision 전력화 지원 요소 확정

Surcharge 부과금

Surface Ship 수상함

Surion 수리온

Surveillance And Target Acquisition 감시 및 표적 획득

Survey 설문

Survivability 생존성

Survival Evasion Resistance Escape Recovery 생존, 도피, 저항, 탈출 및 구조

Suspected 담합의혹

Suspense Payment 임시 지급금

Sustainability 지속 능력

SV(System View) architecture 체계 관점 아키텍처

Symbol Code Management System 군대 부호 표준 관리 시스템

Synchronization 동시 통합성

Synchrotron Radiation 싱크로트론 복사

Synergy, Synergy Effect 상승 효과

System 시스템

System 체계

System Analysis 시스템 분석

System Architecture 체계 구조(아키텍처)

System Architecture 체계 아키텍처

System Breakdown Structure 체계 분할(분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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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esign 시스템 설계

System Design 체계 설계

System Design Review 체계 설계 검토

System Development Cncept Research 체계 개발 개념 연구

System Effectiveness 시스템 유효도

System Engineering 체계 공학

System Engineering Management Plan 체계공학 관리 계획

System Engineering Plan 체계공학 계획

System Function Review 체계 기능 검토

System Hierarchy 체계 계층 구조

System Integration 체계 통합

System Interoperability Test & Evaluation System 국방 상호 운용성 수준 시험 평가 체계

System Interoperablilty Test & Evaluation System 상호 운용성 수준 측정 도구

System Of Systems Analysis 복합 체계분석

System Performance Specification 체계 성능 규격서

System Performance Test 계통별 성능 시험

System Program Manager 사업관리 기관의 장

System Requirements Document 체계 요구서

System Safety 시스템 안전

System Specification 체계 규격

System Submission Specification 체계 규격서

System Subsystem Specification 시스템 요구 규격서

Systematization 계열화

Systems Engineering 시스템 공학

T-50 Golden Eagle T-50

Table Of Allowance 배당표

Table of Allowance 장비 배당표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 분배 및 배당표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 인원 및 장비배당표

Table of Equipment 장비 인가표

Table Of Equipment 장비 편성표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 편성 및 장비표

Tactic Internet 전술 인터넷

Tactical Data Link 전술데이터링크

Tactical Data Link System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Tactical Decision Making Procedure 전술적 결심 수립 절차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A 전술 데이터링크-A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B 전술 데이터링크-B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C 전술 데이터링크-C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J 전술 데이터링크-J

Tactical Diversion 전술적 전환

Tactical Logistic Group 전술 군수단

Tactical Logistics 전술 군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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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ical Missile System 전술 유도탄 체계

Tactical Movement 전술적 이동

Tactical Multi-band Multi-role Radio Software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Tailore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기종별 감항 인증 기준

Take Request 소요 요청

Takeover Contract 계약 인수

Tank 전차

Target 표적

Target Adjunct System 광학 추적 장치

Target Analysis 표적 분석

Target Bearing 표적 방위

Target Cost 목표 비용

Target Cost 목표 원가

Target Fiscal Year 목표 회계연도

Target Income 목표 이익

Target Operational Availability 목표 운용 가용도

Target Price 목표 가격

Target Price 목표가

Task Problem 문제 과제

Task Adequacy Check 임무 적합성 점검

Task Code 업무 부호

Task Frequency 업무 빈도

Task Function Code 업무 기능부호

Task of Joint Research 공동 연구 과제

Task Status Report 업무·현황 보고

Task to be Performed 수행 과제

TAURUS 타우러스

Tax 세금

Tax and Public Dues 세금과 공과

Tax Invoice 세금 계산서

Taxation On The Source Of Income 원천과세

Technical Agreement 기술 협정서

Technical Analysis 기술 분석

Technical Architecture 기술 구조

Technical Architecture 기술 구조, 기술 아키텍처

Technical Assistance 기술 원조

Technical Assistance 기술 지원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 지원 협정

Technical Assistance Agreement 기술 지원 협정서

Technical Assistance Field Team 야전 기술지원 팀

Technical Assistance Team 기술 지원 팀

Technical Cooperation 기술 협력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국제 기술 협력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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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기술 자료

Technical Data Package 기술 자료 묶음

Technical Evaluation 기술 평가

Technical Feasibility Analysis 기술적 타당성 분석

Technical Information 기술 첩보

Technical Inspection 기술 검사

Technical Intelligence 기술 정보

Technical Interoperability 기술적 상호 운용성

Technical Logistics Data 기술 군수 제원

Technical Manual 기술 교범

Technical Order 기술 지시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기술적 성과 측정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 기술 성능 측정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ments 기술적 성능 측정

Technical Performance Measures 기술 성능 척도

Technical Planning 기술 기획

Technical Report 기술 보고서

Technical Representative 기술 용역

Technical Reviews 기술 검토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 규격서

Technical Training 기술 훈련

Technical Transfer Protocol 기술 이전 협정서

Technique Of Measurement 계측 기술

Technological Development Reserves 기술 개발 준비금

Technology Agreement 기술 협정

Technology and industrial foundation 기술 및 산업 기반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기술 분류 체계

Technology Cooperation Production 기술 협력 생산

Technology Cooper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 협력 연구 개발

Technology Demonstration 기술 시범

Technology Document 기술 문서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기술 성숙도 평가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 성숙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 준비 수준

Technology Transfer 기술 이전

Technology Valuation 기술 가치 평가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한국 정보 통신 기술 협회

Telegraph and Telephone Charges 전신 전화료

Temporary Inspection 가검사

Temporary Stock Number 임시 재고번호

Temporary Storage 가입고

Tender Of Specified Contractors 지명 경쟁 입찰

Tensile Strength 인장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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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ative 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 잠정 편성 장비표

Tentative Troops 잠정 편성 부대

Terminal Attack Control 최종 공격통제

Termination 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계약 해지

Terminology 용어

Terms Of Price 가격 조건

Terms Of Quantity 수량 조건

Test 시험

Test Analysis 시험 분석

Test and Evaluation 시험 평가

Test And Evaluation Basis 시험 평가 기준

Test And Evaluation Defer 시험 평가 보류

Test And Evaluation Master Plan 시험 평가 기본계획서

Test And Evaluation Mesurement Plan 시험 평가 분석 기술

Test And Evaluation Process 시험평가 과정

Test And Evaluation Suspend, 시험 평가 중단

Test Development 시험 개발

Test Environment Condition 시험 환경 조건

Test In Laboratory 실험실 환경

Test Measurement and Diagnostic Equipment 정밀 측정 장비

Test Method 시험 방법

Test Procedure 시험 절차

Test Rediness Condition Review 시험 준비 상태 검토

Test Rediness Review 시험 준비 검토

Test Report 시험 성적서

Test-fire Ammunition 시사탄

Textile 섬유

Textile Engineering 섬유 광학

The Army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정비 기록 관리 제도

The Contract Award Services and Even More Services 계약 대상 용역과 동등 이상 용역

The Decision Of Unused Material 불용 결정

The Foreign Military Sales Act 대외군사판매법

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 전기전자 기술자협회

The Interest on a Loan 대출 금리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전국 은행연합회

the Military 군사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전역 고고도 지역방어

Thematic Map 주제도

Thermo Paint 시온 도료

Third Party BL 제3자 선하증권

Through BL 통과 선하 증권

Thunder 천둥



800

색
인

Tilt-Rotor 틸트로터

Time Between Overhaul 평균 창정비 주기

Time Division Long Term Evolution  시분할 롱텀 에벌루션 

Time Limit For Delivery Date 납기

Time Limit Material 시한성 물자

Time Series Analysis 시계열 분석

Time Slice Simulation 시분할 모의실험

Time Step Models 시간 단계 모형

Timeliness 적시성

Time-Phased Force Deployment List 시차별 부대 전개 목록

Top Level Requirement 함정 건조 기본 지침서

Top Level Specification 함정 건조 기술 사양서

Topedo Acoustic Counter Measure 어뢰 음향 대항체계

Total Asset Visibility 전자산 가시화

Total Assets Visibility 총자산 가시화

Total Damage 완파

Total Force, Total War Potential 총체 전력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 총수명 주기 관리체계

Total Package Approach 총괄 패키지 구매 방식

Total Quality Control 전사적 품질관리

Total Quality Management 전사적 품질경영

Total Quantity Of Demand 총소요량

TOW REEL 표적 견인 장비

Towed Array Sonar 예인 음탐기

Towed Vulcan 견인 발칸

Traceability 소급성

Traceability 추적성

Trade Agent Company 무역 대리점

Trade an Agent 무역 대리업자

Trade Terms of Business 무역 거래조건

Trading Fund Executive Agency 기업형 책임 운영 기관

Traditional Component(Item) 기존 부품(품목)

Traffic Control Post/point 교통 통제소

Train 치중대

Training Simulation Forward Observation 모의사탄 관측 장비

Transaction Number 거래 번호

Transaction Price 거래 실례 가격

Transfer 이관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예산 이용

Transfer of Appropriations 예산 이체

Transfer Of State Property 국유 재산의 양여

Transformation Plan 이행계획

Transport Manifest 수송 적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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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Mengel 수송 하자

Transport Tailorability 수송 적용성

Transportation And Transpotability 수송 및 수송성

Transportation Control Number 수송 통제번호

Transportation Cost 수송비

Transportation Data Control Agency 수송 자료 통제기관

Transportation Management 수송 관리

Transportation Management 수송 이동관리

Transportation Mode Code 수송 형태부호

Transportation Movement Management Group 수송 이동관리단

Transportation Planning 수송 계획

Transshipment BL 환적 선하증권

Treaty 조약

Troop Basis 부대 기준표

Troop Leading Procedure 부대 지휘 절차

Troop Movement 부대 이동

Troop Programming 부대 계획

Troop Test 부대 시험

Trunk Distribution Unit 간선 분배 장치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공용 통신

Trust Fund 신탁 자금

Trust Sale 수탁 판매

Turboshaft Engine 터보샤프트 엔진

Turn Key Base Contract 설계 시공 일괄 입찰

Turn Key Base System, Turn-Key Contract Approach 설계 시공 일괄 계약

Turnover Rate 회전율

TV(Technical View) Architecture 기술 관점 아키텍처

Type Design 형식 설계

Type of Address Code 주소 형태 부호

Type Of Assistance Code 대금 지급 조건

Type of Assistance Code 지원 형태 부호

Type Of Cargo Code 화물 형태 부호

Types Of Government Contracts 정부 계약의 종류

U.S Cooperative Logistics Arrangements 미 군수지원 협정

U.S National Computer Security Center 미국 국립 컴퓨터 보안 센터

Ultra Wideband 광대역 주파수

Ultraviolet Detector / Ultraviolet Rays Sensor 자외선 감지기

Unaccepted Case 미접수 케이스

Unavailable Item 사용 불능품

Unbalanced Measure 불균형 수단

Uncertainty 불확도

Uncertainty of Measurement 측정 불확도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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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firmed LC 미확인 신용장

Undistributed Cost 미분배 원가

Unearned Advance 초과 수령 자금

Unfair Trade Practices 불공정 거래행위

Uniform Regulation 복제 규정

Unit Code Management System 국방 부대 코드 관리 체계

Unit Distribution 부대 분배

Unit Equipment 단위 장비

Unit Equipment 부대 장비

Unit Identification Code 부대 식별부호

Unit Item 단위 품목

Unit Maintenance Collection Point 부대 정비 수집소

Unit Marking 단위 부대 식별부호

Unit Of Functionality 기능 단위

Unit of Issue 불출 단위

Unit of Issue Conversion Factor 불출 단위 변환 인수

Unit Of Measure 측정 단위

Unit Organization 단위 부대

Unit Organization 부대 편성

Unit Price 단가

Unit Price Bid 단가 입찰

Unit Price Contract 단가 계약

Unit Price Sign of Indication 단가 표시부호

Unit Procurement 부대조달

Unit Procurement Information System 부대조달 정보체계

Unit Procurement Item List 부대조달 품목

Unit Procurement Side Dish 부대조달 부식

Unit Protection 부대 방호

Unit Quantity of Demand 단위 소요량

Unit Replacement 부대 보충

Unit Software 단위 소프트웨어

Unit Structure 부대 구조

Unit System Architecture 단위체계 아키텍처

Unit Task 단위 과제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 국제 물품 매매 협약

Universal Time 만국 표준시간

Unlimited Rights 무한 권리

Unliquidated Obligation 미청산 채무보전자금

Unmanned Aerial Vehicle UAV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비행체

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 항공기

Unmanned Surveillance Vehicle 무인 정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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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manned Technology 무인화 기술

Unmanned Aerial Vehicle for Corps Level 군단급 무인 정찰기

Unmet Standards 기준 미충족

Unused Item 불용품

Unusual Attrition 비정상 마모

Urethane Resin Paint 우레탄 수지도료

Urgency Procurement 긴급 조달

US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미 국방부 획득체계

Usable On Code 사용성 부호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Use Control 사용 통제

Use Control Equipment 사용 통제장비

Use Rescission 용도 폐지

Useful Life 내용 연수

Useful Life Longevity 유용 수명

User 이용자

User Maintenance 사용자 정비

User Test 사용자 시험

Using Service Code 사용군 부호

Using Service Designator Code 사용군 지정 부호

Utility Bill 공과금

UV Filter 자외선 필터

Valid Loadage 유효 적재량

Validate Interoperability 상호 운용성 검증

Validation 유효성 확인

Validation/ Verification 확인(검증)

Validity 타당성

Valuable Securities 유가 증권

Value Added 부가가치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lue for Contract Performance 계약 대금

Value For Money 적격성 조사 제도

Variable Message Format 가변 메시지포맷

Variance at Completion 최종 사업비 편차

Velocity Management 속도 관리

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재고 관리

Venture Business 벤처기업

Verification Redistribution Order 재분배 확인서

Verification Requirements 검증 요구 사항

Verification·Validation & Accreditation 검증·확인·인정

Verseas Training 국외 교육

Very Small Size Satellite  초소형 위성 

VHSIC(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  VHDL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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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Virtual Advertisement  가상 광고

Virtual Office  가상 사무 공간 

Virtual Reality Technology 가상 현실 기술

Visual Inspection 육안 검사

Vocabulary 용어집

Volatility Supplies 휘발성 물자

Vouchers  증빙 서류

Waiver 면제

Waiver 웨이버

War Budget 전시 예산

War Crime 전쟁 범죄

War Game 전쟁 모의

War Materiel Requirement 전쟁 물자 소요

War Plan 전쟁 계획

War Readiness Reserve Material 전시 대비 비축물자

War Readiness Spare Kit 전쟁 대비 수리 부속

War Reserve Item 전비품

War Reserve Material / War Reserves; 전쟁 예비품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동맹국 전쟁 예비 물자

War Reserved Stock For Allies /  동맹군을 위한 전시 예비 비축 물자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War Stock Pile 전쟁비축물자

War Trophy; Booty 전리품

Warfare Simulation 전쟁 모의 실험

Warfighting Enterprise Architecture 전장 아키텍처

Warfighting 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 전장 아키텍처 관리체계

Warfighting Experimentation 전투 실험

Warfighting Mission Area - Architecture 전장관리 임무영역 아키텍처

Wargame 워게임

Warranty Period 하자 보증 기간

Wartime Availability 전시 가용량

Wartime Consumption Rate 전시 소모율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 주둔국 지원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 지원 협정

Wartime Labor Service Mobilization 전시 근로소집

Wartime Logistcis Support Capability 전시 군수지원 능력

Wartime Resupply 전시 재보급

Wartime Standard Support For Foreign Armed Forces 전시 외국군 동맹국 표준 지원제도

Wassenaar Arrangement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 체제

Wastes 공손

Water Paint 수성 도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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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guide 도파관

Weapon a Petition 무기 건의서

Weapon Effectiveness Index/weighted Unit Value) 부대 가중치

Weapon Effectiveness Indices 무기 효과지수

Weapon Life Cycle 무기체계 수명 주기

Weapon Locating Rader-eXperimental Project WRL-X사업

Weapon System 무기체계

Weapon System Acquisition of Information 무기체계 획득 정보

Weapon System Analysis of Effect 무기체계 효과 분석

Weapon System Information 무기체계 정보

Weapon system Information Integration for  무기체계 설계형상관리 정보체계
System Engineering and MANagement

Weapon System Selection 무기체계 선정

Weapons Of Mass Desctruction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System and Non-weapon systems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Weapons System Research and Development 무기체계연구개발

Wearout Failure 마모 고장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Web-Based Attack  웹 기반 공격 

Weight On Board 적재 중량

Weighted Coverage 중점 방어 방공

White Shark 백상어

Wikipedia  위키피디아 

Wildcat 와일드캣

Winter Material 월동 물자

Winterization 월동 준비

Wireless Electronic Bidding 무선 전자입찰

Wireless Information 무선 정보

Work Breakdown Structure 업무 분할구조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 분할 구조

Work Completed Rate 기성률

Work in Process 재공품

Work Order 작업 명령서

Work Package 작업 패키지

Work Products 작업 산출물

Work Scrap 작업 설물

Work Unit Code 작업 단위부호

Working Design 실시 설계

Working Design Drawing 실시 설계서

Working Fund 활용자금

Working Management 업무 관리

Working Management System 업무 관리 시스템

Works Analysis 사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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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 전파통신 회의(WRC)

World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범세계 군사 지휘 통제 체계

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범세계 재분배 제도

Writing-down Allowance 감가 상각 공제

XK-239 XK-239

Yearly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 연간 운영유지비

Yoke Method 계철법

Zero Balance Rate 재고 고갈률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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