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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찰은 지형과 적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다. 상황을 판단하고, 방책을 결심하며, 방책 시행을 

통해 대응하는 작전수행 과정에 있어 정찰은 모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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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다. 
공병정찰은 지형과 적에 대한 첩보 중 아군의 기동통

로에 대한 제원, 적에 의한 장애물의 밀도 등 기술적 

측면의 첩보를 수집하는 활동인데, 그 수집내용의 전

문성 때문에 공병부대에 의해서 수행된다. 아군부대의 

기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 교량 등의 제원을 확인하

고, 적에 의한 대기동사항 식별을 위해 지뢰지대, 장

애물을 확인하는 공병정찰은 공병 5대 지원기능(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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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organizing an exclusive unit to perform the division 
Engineering Reconnaissance, and how to organize exclusive unit. To this end, first, it was analyzed whether 
exclusive unit organization was necessary by using organization-conditions and AHP. Next, through ARENA model 
simulation and task-analysis, it was determined how many people would be organized, and how the class structure 
would be appropriate. As a result, first, it is reasonable to organize the Engineering Reconnaissance unit as an 
exclusive unit, and the best way is to organize all-time(war/peace time). Second, the exclusive unit should be 
organized into a total of 10 persons(2~3 cadres, 7~8 soldiers). We hope that the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rational procedure of our military unit structure organization and set the standards for applying the quantitativ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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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동, 생존, 일반공병, 지형정보)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활동이고 공병작전 성패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 육군은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
에 의거하여 사단 공병대대에 대한 부대구조 개편 및 

장비전력화를 추진중이다. 전력화되는 공병정찰 무기

체계는 지뢰탐지기Ⅱ,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지뢰방호 

정찰차량, 무인 경전투차량, 드론탑재형 장애물 탐지

장비, 디지털 지형정보 근접지원체계 등이다. 또한 인

원이 감축되고 기능별로 소대가 편성되며 정확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이 보강된다. 
하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 2014~2030(수정 1호)에는 공

병정찰 수행을 위한 전담부대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

로 반영되어있다. 앞서 제시한 대로 공병정찰이 중요

한 작전활동이고 전력화되는 장비의 운영‧관리소요를 

고려한다면, 현 계획(공병정찰 전담부대 미편성)의 타

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병정찰 수행을 위해 전담부

대 편성이 필요한지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전담부대 편성조건을 정립하였고, 공

병정찰 수행부대가 전담부대 편성조건에 부합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적용하여 3개의 신편방

안(현 체제 운영, 전‧평시 편제되어 운영, 전시에만 편

제되어 운영)중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였다. 둘째, 전

담부대를 편성한다면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그 편

성방안을 분석하였다. ARENA 모델을 활용하여 전담

부대의 적정 인원수를 도출하였고, 수행과업분석을 통

해 간부‧병 비율(계급구조)을 판단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육군의 공병정찰 운영

  공병정찰이란 공병부대가 작전수행을 위해 특정지

역의 지리적 요소나 장애물 등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

서의 제원 수집과 적 공병의 활동에 대한 첩보 수집

을 하는 정찰활동이다. 공병정찰의 임무는 아군 기동

통로‧간격‧우회로에 관한 정보 수집, 작전지역내 위험

성 폭발물 및 지형 변화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장애물 표시 및 제거, 공병 기능수행

에 필요한 정보 수집, 적 공병부대 및 장비에 대한 정

보 수집 등이다.
  우리 육군에서는 공병정찰 과업을 전담부대가 수행

하지 않고, 임의부대가 임무로 부여받아 수행한다. 전

시(戰時)가 되면 사단 공병대대는 연대(여단)별로 1개 

공병중대를 직접지원하며, 공병정찰부대는 METT+TC
를 고려하여 연대(여단)장 판단하 운영된다. METT+TC
란 전술적 고려요소이며 Mission(임무), Enemy(적), 
Terrain & weather(지형 및 기상), Troop(가용부대), Time 
(가용시간), Civilian(민간요소)를 의미한다. 공병정찰부

대는 공병 단독으로 운영되거나, 기동부대의 정찰대 

일부로 운영되는데, 공병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방어작전시, 아군 점령지역에서, 적 위협 적고 생존성 

보장 가능할 때이고, 지휘조‧정찰조‧경계조로 편성된다. 
기동부대 정찰대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는 공격작전시, 
종심지역에서, 적 위협이 예상되고, 다양한 정찰요소가 

통합될 때이고, 정찰조‧공병조로 편성된다. 공병정찰은 

계획 수립, 정찰 준비, 정찰 실시, 결과보고 및 전파 

순으로 수행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상급부대 작

전명령을 수령하고 정찰계획을 수립하며, METT+TC를 

고려하여 정찰부대를 편성한다. 정찰 준비 단계에서는 

도상정찰 및 예행연습을 하고 작전지역 책임부대와 

협조를 한다. 정찰 실시 단계에서는 기동요령과 전투

기술을 적용하여 정찰을 실시한다. 결과보고 및 전파

단계에서는 정찰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찰결과를 전파

한다. 구체적인 정찰 수행 절차는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Engineering reconnaissance procedure

 계획 수립

⇨

 정찰 준비

ㆍ상급부대 명령수령, 

정찰계획 수립

ㆍMETT+TC 고려, 

정찰대 편성

ㆍ임무수행계획 보고

ㆍ도상정찰, 예행연습

ㆍ작전지역 책임부대 

협조

⇩
결과보고 및 전파

⇦

정찰 실시

ㆍ정찰시 중간보고

ㆍ복귀후 정찰보고서 

작성

ㆍ정찰결과 전파

ㆍ기동요령 및 

전투기술 적용 정찰

ㆍ정찰형태 : 통로, 

지역, 지대

2.2 외국군 공병정찰 운영

2.2.1 미 군

  미군은 우리 육군과 마찬가지로 공병정찰 전담부대



사단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5호(2019년 10월) / 707

가 미편성 되어있고, 작전상황 및 임무를 고려하여 임

의부대가 해 임무를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정찰대는 

공병부대 지휘관에 의해 편성이 되는데, 팀으로부터 

소대급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는 탄력적이다. 경

우에 따라서 공병지원을 받는 피지원부대 지휘관에 

의해 편성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지휘관은 한정된 공

병자산을 공병정찰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

른 공병 임무를 위해 운용할 것인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미군은 부대운영의 융통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전담부대를 편성하지는 않지만, 공병정찰 전

문운용요원을 양성하여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신속한 

임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정인원에게 정찰장

비 운용에 관한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정찰

임무가 부여되면 해당인원을 반복투입한다. 미군은 공

병정찰시 Fig. 1에서 보는 바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찰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GPS 및 레이저 거리측정

기가 장착된 측량장비(IKE504)는 정찰간 야전에서 획

득한 지형자료(거리, 화면)를 실시간 저장 및 전송하

는데 활용되며, 공병정찰 세트(ENFIRE)는 공병대대급 

이하제대에서 도로, 교량, 지뢰지대와 관련된 전장정

보를 획득‧보고하는데 활용한다. 미군 공병대대는 공

병정찰용 전담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작

전 수행간 다양하게 활용되는 지뢰방호차량(MRAP, 

측량장비(IKE504) 지뢰방호차량(MRAP)

공병정찰셋트(ENFIRE) 로봇 지뢰탐지장비

차량 지뢰탐지장비(IVMD) 차량 지뢰탐지장비(HMDS)

Fig. 1. US army engineering reconnaissance equipment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을 보유하고 있다. 지

뢰방호차량은 비교적 소형이여서 우수한 야지 기동성

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V형 차체로 높은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지뢰 탐지차량으로는 탐지장비가 장착된 

트레일러차량, 또는 광역지뢰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IVMD(Interim Vehicle-Mounted Detector), 차량전면에 

탐지판을 부착하여 지뢰를 탐지하는 형태인 HMDS 
(Husky Mounted Detection System)가 있다. 향후 차량

전방의 지뢰를 원거리에서 탐지 할 수 있는 체계

(GSTAMIDS, Ground Standoff Mine Detection Systems), 
무인기에 탑재되어 작전실시 간 근접한 지뢰지대에 대

한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검색하여 지상관제소에 전송

하는 공중지뢰지대 탐지장비(ASMDS, Airborne Standoff 
Mine Detection Systems),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하여 

위험지역을 탐지하는 로봇 지뢰탐지장비(Talon Ⅳ 
Engineer) 등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2 독일군

  독일군은 일반적으로 타 전투병과들과 제병협동으

로 공병정찰을 수행한다. 운용개념은 한국군과 유사하

지만, 공병정찰 임무수행의 완전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해 사단 및 여단 전투단의 공병대대에 별도의 정찰 

전담부대를 편성‧운영한다. 사단 및 여단에 따라 편성

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사단 공병대대 내 본부중대에

는 정찰 1개 소대(예하 4개조)가 편성되어있고, 기갑 

및 기보대대를 지원하는 각 전투공병중대별로 3개조

가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단 및 여단 공병대대에는 

총 7~11개의 공병정찰 전담조가 편성된다.

공병정찰 전용차량
(Wiesel 2 ERV) 광파거리측정기 지뢰탐지기

  Fig. 2. German army engineering reconnaissance 

equipment

  독일군은 공병정찰 전용차량(Wiesel 2 ERV)을 보유

하고 있는데, 유속측정기, NBC탐지 및 보고체계, 지휘 

및 통신체계 등 공병정찰에 필요한 장비들이 탑재되

어 있어서 신속한 장애물 탐지 및 실시간 보고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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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또한 공용화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자체 방호

뿐 아니라 적 정찰부대 또는 경계부대 조우시 제한된 

범위내에서 적 격퇴도 가능하다. 그 외 장비로는 광파

거리측정기, 지뢰탐지기 등이 있는데 미군이 보유한 

정찰장비와 유사하다.

2.3 선행연구

  군 구조(Armed Forces Structure)란 군사임무수행을 

위한 편성부대의 특성을 말하며 군종간 구성의 조화를 

의미한다(노양규, 2012)[3]. 군 구조는 지휘구조, 부대구

조, 전력 및 병력구조로 구분된다. 지휘구조는 국방부 

및 합참으로부터 전투부대에 이르기까지 지휘관계 측

면에서의 구조이고, 부대구조는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

도록 한 단위제대별로 편성구조이며, 전력구조는 제대

별‧유형별 무기체계의 구성이다. 병력구조는 군 구조

를 형성하는 병종별 또는 신분별 인력구성이다.
  군 구조 분석이란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미래 및 현재의 부대구조 편성안을 분석함으로써 정

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육군 분석평가단, 
2016)[15]. 그리고 이를 통해 조직의 임무 및 기능, 조

직구조, 적정인력 및 업무수행체계 등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을 측정하고 최적안을 판단한다. 군 구조를 분

석할때는 통상적으로 조직 및 직무분석 방법을 사용

하게 된다. 조직 및 직무분석 방법이란 업무 성격, 업

무량,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른 부대(서) 및 개인 업

무량 측정을 통해 업무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거나 

조직 및 인력소요를 판단하는 분석방법이다. 이를 통

해 조직의 효율성과 직위별 적합성을 평가하게 된다. 
조직 및 직무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

저, 분석대상이 되는 부서 및 부대별 업무량을 측정하

고 부여된 임무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과업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각 과업별 상대적 중요도‧업무량을 측정하는

데 이때 AHP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계층적 분석기법으로, 전문가 설

문을 통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정량화된 수치로 

비교‧평가하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중요도 대비 업무량이 부족한 분야와 초

과하는 분야를 식별하고 최종적으로 조직구조 개편방

안을 도출한다. 주로 사용되는 분석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으로서 야전 및 전문가 의견수렴, 교리 및 운용개

념 검토, 벤치마킹(선진국 사례), 비교분석 등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군집분

석 및 Anova분석 등과 같은 통계적 분석기법이나 정

수계획법, 선형계획법 및 동적계획법 등과 같은 수리

계획법, 시스템 다이내믹스, 상용 및 워게임시뮬레이

션 등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있다.
  진차득(2007)[16]은 임무 및 교리에 기반을 둔 정성적

인 분석을 통해 제대별 포병부대 및 화력지원 기구의 

부대구조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영 등(2008)[14]은 

보병사단급 이하 제대 적정병력수를 판단하며 전투‧전
투근무지원기능에 대한 인력소요는 전투효과성과 기

능별 업무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병분대의 인력소

요는 실기동 전투실험을 통해 산출하였다. 김윤석 등

(2012)[2]은 미래 전장환경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육

군본부에서부터 대대급까지의 구조 및 편성 방안을 제

시하면서 외국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이장호 등

(2012)[13]은 산악여단 부대편성에 미치는 영향요소 및 

운용개념을 분석하여 한반도 동부 산악지역에 적합한 

산악여단의 제대별 구조와 편성방안을 제시하였다. 특

수임무여단 신편 방안 분석(라성호 등(2016)[7]) 및 미

래 지상군 기본전술제대 편성연구(노양규 등(2012))[3]

도 정성적인 방법으로 부대구조를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부대구조 및 병력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군 구

조분석간에 많이 활용되는 시뮬레이션 기법 중 하나

가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다. 시스템 다

이내믹스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조직 내부의 피드백 

루프 및 시간 지연 등을 사용하여 복잡한 조직구조의 

비선형적인 동작을 분석한다. 그리로 이를 통해 편성 

인원의 적절성을 검증한다. 조기형 등(2015)[18]은 미래

보병사단 및 예하대 본부 편성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powersim 모델을 활용하였다. 특정 전투상황

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모델링하여 지휘

소 기능실 및 기능실 내 직책별 인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전덕종 등(2014)[17]은 powersim 
모델을 활용하여 전시 사‧여단급의 지휘소 운용을 위

한 참모부 편성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성을 검증하였

다. 김도헌 등(2013)[1]은 vensim 모델을 활용하여 육군

내 특정 정비부대의 적정인력을 판단하였다.
  군 구조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또다른 시뮬레이션 

기법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
이다.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산적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의 시스템 운영을 모델링하

는 방법으로서 프로세스 중심(Process-centric) 모델링이

라고도 불린다. 이산사건 시뮬레이션은 편성된 인원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활용



사단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2권 제5호(2019년 10월) / 709

될 수 있으며, 인원 및 장비의 배치에 따른 업무프로

세스의 효율성도 분석 가능하다. 육군 분석평가단에서 

수행한 지작사 지휘체계 효율성 분석(2015), 보급대대 

적정인력 분석(2013) 등에서 ARENA 모델을 이용하여 

조직의 효율성 및 편성 인원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위에서 설명한 상용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워게

임 모의모델도 군구조 분석 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조직에 대한 임무 및 기능을 기반으로 조직

구조 및 인력을 새로 편성하거나 편성된 인력의 적절

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다. 육군 내 사‧여
단급 이하 제대 규모의 구조 및 편성을 분석할 때는 

비전21, 화력운용모델 및 항공분석모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비전21모델은 작전계획분석, 전력소요검증, 
군 구조분석 등 전투발전분야에 활용되는 모델로써, 
주로 사단급 이하 제대의 작전계획 및 방책을 분석하

고, 부대구조 및 편성을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화력운

용모델은 포병화력 분야에 특화된 대화력전 계획 및 

구조‧편성 검증이 가능한 모델이고, 항공분석모델은 

기존의 분석모델에서 육군항공분야에 대한 세부 분석

이 제한됨에 따라 개발된 모델로 항공단급 작전계획 

검증 및 전투발전요소에 대한 검증 및 분석이 가능하

다. 군단급 이상 제대를 분석할 때는 전구급 워게임 

분석모델인 JOAM-K을 주로 활용되고, 대대급이하 소

부대의 구조 및 편성을 분석할 때는 한국군 전술환경

에 부합되게 KIDA에서 개발한 AWAM(Army Weapon 
Analysis Model) 모델이 많이 활용된다. 육군 분석평가

단(2016)에서 실시한 ‘동원보충대대 실효성 및 규모 

적절성 분석’에서는 비전21과 JOAM-K모델을 활용하

여 전시 대량손실 발생시 집단보충으로 지원되는 동

원보충대대 규모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이용빈 등

(2011)은 소규모 전투부대에 대한 인원편성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AWAM 모델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기법 중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교전(交戰)분야에 대한 분석간에는 워

게임 모의모델들이 활용되었고, 비교전분야에는 상용

모의모델인 시스템 다이내믹스나 이산사건 시뮬레이

션이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교전분야에 속하는 

전투부대 임무 및 과업의 특성상 업무량과 업무수행

률(인시)등을 정형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직접 입력해야하는 시뮬레이션(상용모의모델)
을 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도헌 등

(2013)에 의한 정비부대 적정인력 연구의 경우, 특정 

정비부대의 정비작업 수요량, 과업처리량 및 정비구성

원들의 처리속도 등 정형화된 데이터들의 취합이 가

능하였기 때문에 Vensim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군 구조 분석

기법 중 AHP, 델파이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사단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방안을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사단 공병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대의 편성이 필요한지, 또한 전담부대를 편성한

다면 어떻게 편성하면 좋은지, 그 편성 타당성과 편성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공병정찰 

수행을 위한 전담부대 편성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전

담부대 편성조건과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활용하여 

전담부대 편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존대로 임의부대

가 임무로 부여받아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분석하였

다. 둘째,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방안을 분석하였다. 
ARENA 모델에 의한 모의분석과 수행과업 분석을 통

해, 전담부대를 편성한다면 인원은 몇 명으로 편성할 

것인지, 또 계급구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

단하였다.

3.1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타당성 분석

  보유한 장비의 관리, 임무수행을 위한 평시 교육훈

련 등을 고려한다면, 전‧평시 구분없이 전담부대로 편

성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임의부대가 임무로 부여받

아 수행하는 것)보다 당연히 유리하다. 하지만 국방개

혁의 추진으로 대규모로 병력이 감축되는 작금의 현

실에서 사단 공병대대의 편성보강을 위한 추가적인 

병력 확보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공병정찰이 중요

하고 효과있는 전투활동이라도 이러한 공병정찰을 수

행하는 부대를 전담부대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한 전담부대로 편성한다면 항상(전‧평시) 편성할 것인

지, 병력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전시에만 편성할 것

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공병정찰 전담부

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델파이 기

법을 적용하여 전담부대 편성조건(기준)을 정립하였

다. 조직‧편성을 담당하는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

문가 의견조사(델파이법)를 실시하였다. 델파이법이란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집단의 의견을 종합

하고 정리하는 연구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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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targets of expert opinion survey

구 분
대상

인원(명)
비율
(%)

계 20 100

육본 정작부 부대계획과 5 25

육본 개혁실 부대구조발전과 5 25

육본 공병실 계획운영과 3 15

분평단 군구조분석과 4 20

교육사 군구조발전과 3 15
 

  문헌조사, 전문가 토의를 통해 확인된 15개의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1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시 설문대상자의 

작성결과와 조정기준별 응답빈도수를 제시하고 리커

트 5점 척도가 포함된 폐쇄형 질문을 구성하여 실시

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구체화된 

전담부대 편성조건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정립된 편성

조건을 적용하여 공병정찰부대의 편성조건 충족여부

를 분석하였다.

Table 3. The targets of AHP

구 분
대상

인원(명)
비율
(%)

계 15 100

육본 정작부 부대계획과 2 13

육본 개혁실 부대구조발전과 1 7

육본 공병실 계획운영과 1 7

분평단 군구조분석과 2 13

교육사 군구조발전과 2 13

육대 전술교관 4 27

공병 전술교관 3 20

  다음으로 전담부대를 전‧평시 편성할 것인지, 아니

면 전시에만 편성할 것인지 신편방안을 분석하였다. 
공병정찰 전담부대 신편방안은 편제 반영여부를 기준

으로 3개 방안을 판단하였는데, 방안 1은 현 체제 운

영하는 방안이고, 방안 2는 전‧평시 편제되어 운영하

는 방안이며, 방안 3은 전시에만 편제되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 체제 운영하는 방안(방안1)은 계층적 분

석기법(AHP)을 활용시 방안별 상대적 가중치가 도출

되므로 방안 2와 방안 3과의 수준비교를 위해 포함하

였다. 각 방안에 대하여 조직‧편성분야 전문가, 공병정

찰 운용개념을 연구하는 육대 및 공병교 전술교관 15
명을 대상으로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적용하여 신

편방안을 비교해 봄으로써 최선의 방안을 선정하였다 

(Table 3).
  계층적 분석기법 적용을 위한 계층구조는 아래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4. Engineering reconnaissance exclusive unit 

organization plan hierarchy

공병정찰부대 편성 타당성

결정
요소 ① 작전임무 수행 ② 능력구비 및 유지 ③ 병력운용 효율성

방안 방안 1 방안 2 방안 3

  계층1(의사결정 목적)은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타당성’이고, 계층2 의사결정요소는 군구조분석을 위

한 참고자료인 군구조분석 실무지침서(’17.12.13)에 명

시된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전임무 수행’, ‘능력구비 

및 유지’, ‘병력운용 효율성’이다. 의사결정요소 및 방

안에 대한 가중치 판단을 위해, 설문대상 인원들에게 

의사결정요소 및 대안별 쌍대비교가 가능토록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AHP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설

문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시킨후 설문을 

실시하였고,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3.2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방안 분석

  전담부대는 몇 명이 적절한지, 또 간부와 병의 비율

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편성방안을 분석하였다.
  전담부대의 적정 인원수는 ARENA 모델에 의한 모

의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모의분석이란 실제적으로 

실행이 곤란하거나 제한되는 상황을 분석모델을 활용

하여 유사한 상황으로 모의해 봄으로써 분석하는 방

법이다. ARENA 모델은 각종 시스템을 수학적‧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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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모델링 및 분석가능한 이산 시뮬레이션(Discrete 
simulation) 모델링 프로그램이다. 적정 인원수 도출을 

위해, 먼저 공병정찰 교범 및 공병학교 제시한 공병정

찰 세부과업절차를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일반적인 공격작전 간 수행하게 될 공병정찰 유형을 

Table 5와 같이 총 9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수행해야 할 과업을 공통요소와 유형별 필수과업으로 

분류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 작성 후 

28사단 공병대대 전투실험결과(’18.11월)에서 도출된 

세부과업별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였

다. 시뮬레이션은 편성인원을 4명부터 13명까지 1명씩 

증가시키면서 100회 이상 반복수행하였다.

Table 5. Engineering reconnaissance scenario

구   분
실시내용

공통요소 유형별 필수 과업

장애물정찰

①경계병

  운용

②차량운행

③응급처치

④통신/무전

⑤화생방

  탐지

지뢰탐지 등 16개

간격정찰 간격지점 확인 등 17개

도하지역정찰 접근로 정찰 등 14개

기동로개설 기동로 폭 확인 등 16개

기동로보수 피해복구 소요판단 등 12개

도로정찰 도로폭 측정 등 16개

터널정찰 터널형태 확인 등 17개

교량정찰 폭파방법 선정 등 17개

급수장정찰 수질측정 등 12개

  전담부대 內 계급구조(간부와 병의 편성)는 사단 공

병중대의 수행과업 및 계급구조와 전담부대의 수행과

업 및 계급구조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먼저 공병중

대 평가지침서(’16.3월)상 제시된 사단 공병중대의 수

행과업 중 전문성과 통합성을 기준으로 간부 전담수

행 과업(전문성 높음, 통합성 높음)을 분류하여 총 과

업 대비 간부 전담수행 과업의 비중을 식별하고, 과업 

수행을 위한 사단 공병중대의 계급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공병정찰 교범(’14.7월)상 

제시된 공병정찰 수행과업 중 간부 전담수행 과업을 

분류하여 총 과업 대비 간부 전담수행 과업의 비중을 

식별하였다. 상기 사단 공병중대 간부 전담수행 과업 

비중과 계급구조상 간부비율 그리고 공병정찰부대의 

간부 전담수행 과업 비중과 계급구조상 간부비율을 

비교하여 공병정찰부대의 계급구조상 간부비율을 판

단하였다.

4. 연구결과

4.1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 타당성 분석

4.1.1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여부

  공병정찰 전담부대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분석하

기 위해 먼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전담부대 편성

조건(기준)을 정립하였다. 1차 설문은 문헌조사, 전문

가 토의를 통해 확인된 15개의 전담부대 편성기준을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전문가별로 편성

기준을 적도록 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총 10개의 세부 

조정기준이 도출되었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결과 

도출된 10개의 세부기준을 각각 5점 Likert 척도(1 : 
전혀 필요없음, 3 : 보통, 5 : 매우 필요)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항목의 필요성을 물어봄

으로써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항목 타당성 검

증은 CVR(Content Validity Ratio)를 이용하였다.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Lawche(1975)의 이론에 근거하여 

응답자들의 의견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CVR 
= (ne-N/2)/(N/2)의 식으로 구해진다. ne는 항목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인원수이고 N은 설문참가자 수이다. 
따라서 CVR은 1에 가까울수록 항목의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Likert 점수가 3.0이상이

고 CVR이 0.5이상의 항목을 전담부대 편성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아래 Table 6은 2차 설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이다.
  최종 전문가 피드백 단계에서는 전문가 3인이 선택

비율을 고려하여 항목을 선정하고, 항목별 중복여부를 

검토하며, 항목의 내용을 구체화‧통합하여 전담부대 

편성조건(기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편성조건은 임

무수행 전문성 필요, 임무특성상 독립편성 필요, 신속

한 작전반응 필요, 지속‧반속적 임무수행 요구, 야전부

대의 전담부대 편성 요구 등 5가지이다.
  다음으로 도출된 편성조건을 활용하여 공병정찰부

대는 전담부대로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 적절성을 분

석하였다. “임무수행 전문성 필요” 조건은 충족된다. 
공병정찰은 전문화된 장비를 활용하고, 정찰보고서 작

성을 위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이다. 또한 정밀분석장비를 운용하고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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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요구되는 화생방 정찰대의 경우도 전담부대로 

편성‧운영된다. 화생방 정찰대는 화생방 오염여부 감

시‧탐지위해 정밀분석장비 이용하고, 전문지식‧기술 및 

교육훈련‧장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직접지원소대에 

1~2개 정찰분대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Table 6. 2nd delphi survey results

항      목 평균 표준편차 CVR

임무수행의 전문성 필요 4.45 0.35 1.00

임무특성상 독립편성 필요 4.30 0.52 0.90

신속한 작전반응 필요 4.10 0.45 0.80

지속‧반복적 임무수행 요구 4.00 0.55 0.60

야전부대의 전담부대 편성 요구 3.85 0.62 0.50

상시 교육훈련‧장비관리 필요 3.55 0.83 0.40

전용장비 보유 3.15 0.85 0.30

임무수행 효과성 증대 2.85 0.95 0.20

비용절감 가능 2.65 0.92 -0.20

외국군(미군) 사례 적용 2.58 0.55 -0.40

  “임무특성상 독립편성 필요” 조건도 충족된다. 미래 

사단 공병대대에는 지원기능별(기동, 대기동, 일반공

병 등)로 전담부대가 편성된다. 정보기능 또한 임무특

성이 상이하므로 다른 기능과 마찬가지로 전담부대 

편성이 필요하다.
  “신속한 작전반응 필요” 조건은 부분충족된다. 공격

‧방어작전 전(前)에 여건보장을 위해 공병정찰 시행이 

요구되지만, 긴급의료지원‧초동조치와 같은 긴급성 과

업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신속한 작전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속‧반복적 임무수행 요구” 조건도 부분충족된다. 
공병정찰은 제(諸) 공병과업 전(前) 반드시 수행해야하

는 필수과업으로서 반복수행이 요구되지만, METT+TC
를 고려하여 미시행할 수 있고 비정기적‧불규칙적으로 

시행된다.
  “야전부대의 전담부대 편성 요구” 조건은 충족된다. 
공병정찰부대를 운용하는 지원 및 피지원부대 지휘관‧
참모, 공병정찰부대의 전술적 운용개념을 정립하는 육

대 공격‧방어학처 교관, 공병교 교관 등 84명을 대상

으로 의견수렴 결과, 전담부대 편성(78 %) 의견이 전

담부대 미편성(22 %) 의견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전담부대 편성 의견이 지원부대 지휘관‧참모

는 92 %, 피지원부대 지휘관‧참모는 71 %, 육대교관

은 65 %, 공병교 교관은 83 %로 다수였다. 결과적으

로 공병정찰부대는 전담부대 편성조건을 충족하므로 

전담부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1.2 공병정찰 전담부대 신편방안

  공병정찰 전담부대를 편성할 필요전담부대를 전‧평
시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에만 편성할 것인지 신

편방안을 분석하였다. 공병정찰 전담부대 신편방안은 

편제 반영여부를 기준으로 3개 방안을 판단하였는데, 
방안 1은 현 체제 운영하는 방안이고, 방안 2는 전‧평
시 편제되어 운영하는 방안이며, 방안 3은 전시에만 

편제되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먼저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 후 일관성 비율을 통해서 각 설문자들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일관성 기준치는 

0.1로 선정하였다. AHP 설문을 실시한 후 총 15명의 

전문가 중 일관성 비율(CR)이 0.1을 초과하는 2명(0.26
과 0.34)을 제외한 13명을 대상으로 계층요소별 중요

도와 계층요소별 각 방안에 대한 선호도를 아래 Table 
7과 같이 산출하였다.

Table 7. Importance of each element and preference 

of each method by element

구분 중요도
방안별 선호도

방안별 타당성 
(우선순위)

방안1 방안2 방안3 방안1 방안2 방안3

작전
임무 
수행

0.50 0.14 0.47 0.39
0.07 0.24 0.20

2순위 1순위 3순위

능력
구비 / 
유지

0.29 0.14 0.60 0.26
0.04 0.17 0.07

3순위 1순위 2순위

병력
운용 

효율성
0.21 0.47 0.34 0.19

0.10 0.07 0.04

3순위 1순위 2순위

종 합 결 과
0.21 0.48 0.31

1 2.31 1.49

  계층요소별 중요도는 작전임무 수행 50 %, 능력구

비 및 유지 29 %, 병력운용 효율성 21 %로서 작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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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안별 타

당성은 방안 2(전‧평시 편제되어 운영)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전임무수행 측면에서는 방안2 > 
방안3 > 방안1 순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능

력구비 및 유지 측면에서는 방안2 > 방안3 > 방안1 
순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병력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는 방안1 > 방안2 > 방안3 순으로 타당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종합한 방안별 편성타당성은 

방안2 > 방안3 > 방안1순으로 높고, 방안1을 1로 가

정시 방안2가 2.31배, 방안3이 1.49배 더 타당하다. 전

담부대 편성시 사단 공병대대의 다른 부분의 병력 축

소가 불가피함에도 방안 2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

석된 것은, 작전임무 수행, 능력구비 및 유지를 위해 

전담부대 편성이 필요함을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병정찰부대는 전담부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안 2(전담부대 전‧평시 편제되어 운

영)가 최선의 방안이다. 그리고 방안 2를 적용한다면 

사단 공병대대 內 다른 부분의 병력이 전용(轉用)되어

야 한다.

4.2 공병정찰 전담부대 편성방안 분석

4.2.1 공병정찰 전담부대 적정 인원수 분석

  전담부대의 적정 인원수는 ARENA 모델에 의한 모

의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모의분석 구간은 현 공병

정찰부대 운용개념과 교범상 제시된 편성안을 고려하

여 분대규모 수준에서 그 범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전시, 공병중대가 연대(여단)를 직접지원하면 

공병정찰부대로 활용가능한 부대는 통상 1개 분대이

다. 공병정찰 교범에서도 공병정찰부대의 편성 예시

(안)을 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모의분석 구간내에서 최적해(적정 인원수) 
판단은, 전담부대의 편성인원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정

찰인원 증가분 대비 소요시간 감소분, 즉 효율성이 급

격히 저하되는 구간을 최적해로 판단하였다. 전담부대

를 편성하게 되면 사단 공병대대 內 다른 부분의 병

력이 전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병대대 전체의 병력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전담부대 편성인원의 효

율을 극대화하되 전용되는 병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단 공병대대 1개 분대 기준으로 앞서 설명한 공

병정찰 시나리오대로 세부 정찰 과업별 소요시간을 

전투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데이

터(각 과업별 소요시간)를 분석하여 ARENA 모델링

에 확률분포(삼각분포)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또한 

시나리오상의 공병 정찰 유형별 프로세스를 모델링하

였으며, 한번의 공격작전 간 수행될 수 있는 정찰 횟

수 및 종류는 실제 야전부대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뒤 ARENA모델에 투입하였다. 모의분석은 편

성인원을 4명부터 13명까지 1명씩 증가시키면서 100
회 반복시행 하였으며, 각 수행(replication)시마다의 

소요시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아래 Table 8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찰인원이 10명 이후 효율성

이 현저히 저하된다. 따라서 최적해(적정 인원수)는 

10명이다.

Table 8. Simulation result

정찰인원 소요시간 효율성

5명 487.2분 ‧

7명 399.6분 87.6

9명 349.2분 50.4

11명 338.4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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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nclination of reconnaissance efficiency

4.2.2 전담부대 계급구조 분석

  전담부대 內 계급구조(간부와 병의 편성)는 사단 공

병중대의 수행과업 및 계급구조와 전담부대의 수행과

업 및 계급구조를 비교하여 판단하였다. 먼저 공병중

대 평가지침서(’17.12월)상 제시된 사단 공병중대의 수

행과업은 85건인데, 간부 전담수행 과업(전문성 높음, 
통합성 높음)은 ‘부대증편시 동원령 선포 이전 준비 

및 조치’ 등 54건으로서 사단 공병중대의 총 수행과

(분)

 정찰운용의 효율성(곡선의 기울기) 

  = 소요시간 감소분 / 정찰인원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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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대비 간부 전담수행 과업의 비중은 64 % 수준이

다. 그리고 공병중대의 과업 수행을 위한 계급구조는 

28 % : 72 %(간부 : 병)이다.

Fig. 4. Division engineer-company’s task

  동일한 방법으로 공병정찰 교범(’17.1월)상 제시된 

공병정찰부대의 수행과업은 22건인데, 이중 간부 전담

수행 과업은 ‘정찰계획 수립’ 등 13건으로서 공병정찰

부대의 총 수행과업 대비 간부 전담수행 과업의 비중

은 59 % 수준이다.
  사단 공병중대 간부 전담수행 과업 비중(64 %)과 

계급구조상 간부비율(28 %) 그리고 공병정찰부대의 

간부 전담수행 과업 비중(59 %)과 계급구조상 간부비

율을 비교하면 공병정찰부대의 계급구조상 간부비율

은 약 26 %이다. 공병정찰 전담부대의 적정 인원수가 

10명이므로 간부는 2~3명, 병은 7~8명으로 판단가능

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급구조는 부대임무, 장비전

력화, 인력균형 등 고려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Fig. 5. The task of engineering reconnaissance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단 공병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전담부대의 편성이 필요한지, 또한 전담부대를 편성한

다면 어떻게 편성하면 좋은지, 그 편성 타당성과 편성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부대 편성타당성 분석결과, 공병정찰부대

는 전담부대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평시 편제

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다. 공병정찰부대

는 전담부대 편성조건을 충족하므로 전담부대로 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담부대 편성은 전‧평시 편제 

운영(방안 2) > 전시 편제 운영(방안 3) > 현 체제 운

영(방안 1) 順으로 타당하다. 하지만 방안 2를 적용한

다면 사단 공병대대 內 다른 부분의 병력이 전용(轉
用)되어야 한다.
  둘째, 전담부대 편성방안 분석결과, 공병중대별 총 

10명(간부 2~3명, 병 7~8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공병정찰 전담부대 적정 인원수는 모의분석 

결과 10명이다. 전담부대 內 계급구조는 사단 공병중

대 간부 수행과업 비중과 간부비율, 공병정찰 전담부

대의 간부 수행과업 비중과 간부비율을 비교하여 간

부 2~3명, 병 7~8명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추가적인 병력 확보의 제한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가 작전임무 

수행이라는 편성의 기본원칙 측면에서 최적의 방안인

가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분대 규모의 사단 공병

정찰 전담부대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제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거시적 차원의 활용이 다

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 국방개혁기본

계획 2014~2030(수정1호)에 의거 부대구조 개편을 추

진중인 부대, 또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대를 대

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절차 및 방법론을 적

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후        기

  우리 육군은 지금까지 주로 직관적‧정성적 방법에 

의해 기준을 정립하고 정책을 판단하여 왔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육군만의 논리와 주장으로는 정책의 추

진을 위한 예산도 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과학적이고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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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방법에 의한 기준과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작지만 강한 군을 지향하는 우리 육군의 

부대구조 개혁을 위한 전형, 기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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