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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개념은 군수산업, 병기산

업, 전쟁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있다[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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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방위사업법에서는 방위산업을 “방위산업 물자를 

생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으로 정의하며[2],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의 창설과 1971
년에 시작된 번개사업을 기점으로 시작된 이래 2019
년 현재까지 약 50년에 이르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약 50년간 다양한 목적으

로 번개사업 및 율곡사업,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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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ivering the weapons system requirements of the military to the acquirer is an essential activ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s well as the successful acquisition of a weapons system. In order to ensure 
successful delivery of requirements, the creation of a weapons system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ORD) 
has been mandated since 7. 2013.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tudy which analyzes recently-created ORD, a number of problems are 
occurring. For one, some items in created ORDs differ from what the ORD template requires. In addition, the 
overall mission area of the weapons system to be acquired and the core parts(operation performance, system 
performance, and core performance) of ORD are being poorly recorded.
  In response, this study presented a framework(focused on a creating method of overall contents and core parts) 
for the creation of ORDs which can solve the problems that arose during ORD creation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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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되었지만 모두 군사상의 

요구사항 즉,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이라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소요군의 명확한 무기

체계 요구사항을 획득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함께 성공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필수 활동이다.
  지난 약 50년간의 방위산업 역사 속에서 군의 무기

체계 소요제기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위산업이 시작된 1970부터 이후 1980년대까

지는 선진국의 무기체계를 모방하며 성능 및 기능 중

심의 소요를 제기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전운용성능

(ROC :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중심의 소요제

기를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ROC위

주 소요제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RAM(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목표값, 종합군수지원 요소

를 세부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점증하였다. 그리고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 이후에는 무기체계의 운용

자와 획득자가 분리됨으로 인해 운용자인 소요군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획득자인 방위사

업청 및 개발기관들이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조직된 

국방획득개선단은 Fig. 1과 같은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단계적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할 것을 권고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기존의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

스(ROC→개발규격)를 새로운 프로세스[ROC→운용개

념서(OCD : Operational Concept Document)→ORD→시

스템규격→개발규격]로 개선하는 것이었다.

Fig. 1. A new process of requirements development[5]

  국방획득개선단에서 제시한 단계적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기체계의 연구개

발 시 ORD*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ORD에는 OCD의 

핵심내용인 운용개념 및 시나리오가 포함되고, 운용형

태요약/임무유형(OMS/MP : Operational Mode Summary 
/ Mission Profile)이 포함되어 RAM 목표값 설정과 종

합군수지원요소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ORD가 작성되면 소요군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을 획득자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운용자와 

획득자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

고,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게 하며, 개발완

료 후 시험평가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4].
  그러나 2008년 국방획득개선단의 권고에도 불구하

고 소요제기자인 소요군의 작성능력 미성숙, 작성항목

별 책임 및 주체 지정 문제 등의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해 ORD의 작성은 2012년까지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결국 2013년 7월이 되어서야 방위사업관

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ORD의 작성항목과 작성의 의

무화 항목이 제시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ORD의 

작성이 시작되었다[4].
  하지만 ORD 작성의 의무화 이후 작성된 ORD를 연

구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항목이 무기체계 ORD 
template에서 요구하는 항목과 다르고, 획득할 무기체

계의 전반적인 임무영역과 ORD의 핵심내용(운용성능·
체계성능·핵심성능 파라미터)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

는 문제가 다수 식별되었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ORD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ORD 작

성방안을 제시하고,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ORD 핵

심내용의 작성방안을 제시하는 하나의 ORD 작성 프

레임을 제시하였다.

2.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 작성 실태

  먼저 ORD의 표준 작성항목은 다음의 Table 1과 같

고, ORD의 작성 실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상에서 그 

작성이 의무화 된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 이

전과 2014년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 소요 무기체계의 임무요구 충족에 필요한 세부적인 운용

능력을 기술한 문서로서 군요구도 설정 및 시험 평가 기

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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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RD template[7]

구 분 세부항목

1. 운용능력 
개요

가. 체계 필요성 나. 전반적인 임무영역
다. 체계 설명   라. 체계분석 내용
마. 체계 임무   바. 운용개념

2. 위협 가. 위협요소   나. 위협환경

3. 현 체계 
제한사항

가. 취약점
나. 취약점 해결을 위한 신규 요구능력

4. 요구능력

가. 운용성능 파라미터(임계·목표치)
나. 핵심성능 파라미터 

(미 충족 시 인수불가 성능 기술)
다. 체계성능
 1) 임무 시나리오
 2) 체계성능 파라미터(핵심성능 *표시)
 3) 상호운용성  4) HMI요구사항
 5) 군수지원 요구사항(가용·신뢰·정비성)

5. 체계지원
가. 정비지원   나. 보급지원
다. 지원장비   라. 교육훈련
마. 운송방법

6. 전력구조
가. 소요량(예비/훈련용 포함)
나. 운용조직 및 운용자 수

7. 획득일정 가. 전력화 시기

8. 부록
가. OMS/MP   나. 체계분석 세부내용
다. 용어 및 약어

  먼저 2013년 이전에는 상황에 따라 법규상의 근거 

없이 ORD 또는 OMS/MP를 작성하고 있었다. 실제 방

위사업청 개청 이후 매년 추진하는 200여개의 사업 

중 TA-50 및 M-SAM 등 26개 사업은 ORD를 작성하

고, 차기전차 및 장보고-Ⅲ 등 16개 사업은 OMS/MP
만 작성하였으며, 한국형기동헬기 사업 등 5개 사업은 

ORD와 OMS/MP를 모두 작성하였다[4].
  이와 같이 ORD 또는 OMS/MP 중 하나만 작성하면 

개발자의 입장에서 소요군의 요구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즉, ORD만 작성하면 운용 및 정비 소요의 정량

적 제시가 제한되고, OMS/MP만 작성하면 개발단계의 

군 요구도 분석이 제한된다. ORD 작성양식의 부록에 

OMS/MP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2014년 이후에는 대체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서 제시하는 ORD 표준 작성항목을 준용하여 작성하

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2014년~2016년)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작성된 ORD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

과에 따르면, 큰 틀에서 표준화된 작성항목에 따라 작

성하고는 있지만 일부항목이 ORD 작성항목에서 요구

하는 내용과 다르고, 획득할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임

무영역’이 ‘체계임무’와 ‘운용개념’의 반복기술에 불과 

하며, ORD의 핵심내용(운용성능·체계성능·핵심성능 파

라미터 설정)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작성의 연계성

이 취약하다는 점이 식별되었다[6].
  여기서 ORD의 핵심내용인 3가지 성능의 개념을 살

펴보면, 운용성능 파라미터는 소요군의 입장에서 요구

되는 능력(또는 속성)을 임무 및 기능 관점에서 정의

해야 하고, 체계성능 파라미터는 사거리, 정확성, 속도 

등 구체적인 성능을 정의해야 하며, 핵심성능 파라미

터는 체계성능 파라미터 중 가장 중요하거나 필수적

인 성능을 (*)로 표시해야 한다[6].
  하지만 최근에 작성된 ORD의 3가지 성능을 나타낸 

Table 2를 살펴보면, 운용성능 파라미터는 체계성능 

파라미터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핵심성

능 파라미터는 운용성능 파라미터를 모두 충족하라는 

무리한 요구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소요군(운용

자)이 획득자에게 장차 획득할 무기체계가 가진 모든 

성능을 완벽히 달성하라는 요구로서 이와 같은 무리

한 요구사항으로 인해 개발의 기간연장 및 비용초과 

등의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Table 2. A poor sample of performance parameters[6]

  따라서 ORD의 1장 운용능력 개요 중 나항 ‘전반적

인 임무영역’과 4장 요구능력 중 가~다항 ‘운용·핵심·
체계성능 파라미터”를 어떻게 도출하여 기술할 것인

지에 대한 분석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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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소요기획 문서체계와 국방획득 절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제시하는 각 국방소요기

획 문서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소요제기서는 소요제기기관이 연중 수시로 필요성, 
운영개념,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에 필요한 성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소요를 소요결정기관에 제기하는 문

서이고, 장기전력소요서는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

로 장기전력소요(F+8~F+17)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선

행연구 및 탐색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다. 중

기전력소요서는 소요결정기관이 연중 수시로 중기전

력소요(F+3~F+7)를 결정하는 문서로서 장기에서 중기

로 전환되는 전력소요(F+7), 중기대상기간 중에 신규

소요로 반영하기 위한 중기전력의 소요 및 수정소요

가 포함되며, 체계개발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이다[8].
  ORD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방소요기획 문서의 

시작은 소요제기기관(소요군)에서 제시하는 소요제기

서이고, 소요제기서를 토대로 합참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가 결정되면 장기 및 중기 전력소요서가 작

성된다. 그리고 소요결정 이후에는 장기 및 중기 전력

소요서가 ORD 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OMS/MP
와 RAM 값은 ORD의 일부로 포함되어 작성된다[8].
  위에서 설명한 국방획득 절차상 소요결정 이후의 

ORD의 작성시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Fig. 2와 같다.

Fig. 2. The defence acquisition process[8]

4. 소요결정 이후의 무기체계 운용요구서(ORD) 

작성 프레임

4.1 전반적인 ORD의 작성방안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4]를 토대로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상의 변화된 절차를 적용

하여 제시하는 소요결정 이후 전반적인 ORD 작성방

법은 Fig. 3 및 Fig. 4와 같다.
  먼저 Fig. 3의 소요기획문서 간 컨텍스트(context)를 

고려한 ORD 작성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소요제기서

를 시초로 전력소요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토대로 운

용개념 및 임무분야 분석, 교리연구를 수행한 후 운용 

시나리오 및 전·평시 OMS/MP를 작성하여 OMS/MP 
문서를 완성한다. 그 후 OMS/MP를 토대로 전·평시 

OMS/MP와 야전 유사체계의 운용실적을 분석하여 종

합군수지원 및 RAM 목표값을 도출한다. 끝으로 앞서 

작성된 전력소요서, OMS/MP, 종합군수지원 및 RAM 
목표값, 기타 체계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연계성이 확

보된 ORD를 작성할 수 있다.

Fig. 3. The document context for ORD

  이러한 ORD 작성흐름에 따른 각 소요기획 문서들

과 ORD 작성항목 간의 연관관계는 Fig. 4와 같다.

Fig. 4. A relation diagram for ORD

ORD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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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S/MP는 ORD의 작성항목 중 1장 운용능력 개요, 
4장 요구능력, 8장 부록의 작성에 기여하고, 종합군수

지원 및 RAM 목표값은 ORD 작성항목 중 4장 요구

능력, 5장 체계지원, 8장 부록의 작성에 기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ORD 작성방법을 적용하면 ORD 
표준항목의 상당 부분을 작성할 수 있으며, 그 작성사

례중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장 운용능력 개요 중 바항 ‘체계임무’ 항목은 

전력소요서의 2장 필요성 중 가항 ‘대응방안’, 나항 

‘기대효과’와 3장 편성 및 운영개념의 나항 ‘운영개념’ 
그리고 OMS/MP의 ‘운용형태요약(OMS)’ 항목을 참고

하여 작성한다.
  또한 3장 현 체계 제한사항 중 나항 ‘취약점 해결을 

위한 신규 요구능력’ 항목은 전력소요서의 2장 필요

성 중 가항 ‘위협요소’와 나항 기대효과’ 그리고 5장 

작전운용능력 중 가항 ‘주요 작전운용능력’, 나항 ‘합
동성 및 상호운용성’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2 ORD 핵심내용의 작성방안

  앞서 최근 ORD 작성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ORD 작성이 의무화된 2014년 

이후에는 그 표준항목에 따라 작성되고 있지만 그 핵

심항목들의 작성이 부실하다. 특히 1장 운용능력 개요 

중 나항 ‘전반적인 임무영역’은 마항 ‘체계임무’와 바

항 ‘운용개념’을 반복하여 기술하고 있고, 4장 요구능

력 중 가∼다항 ‘운용·핵심·체계성능 파라미터’는 3가
지 성능 파라미터가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내

용을 기술함에 따라 작성분량만 많아질 뿐 그 내용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6]의 대화력전 분석 사례

의 연장선에서 2030년에 전력화되어 육군의 대화력전

에 참여하게 될 ‘차기 4.2″ 박격포’라는 가상의 무기

체계 ORD를 상정하고, ‘전반적인 임무영역’ 및 ‘운용·
핵심·체계성능 파라미터’ 항목에 대하여 항목 간 연계

성과 차별성이 확보된 작성방안을 제시한다.

4.2.1 전반적인 임무영역 작성방안

  한국의 무기체계 ORD는 2003년 이전까지 미국 국

방부에서 적용하던 소요창출체계(RGS : Requirements 
Generation System)의 ORD로부터 벤치마킹한 무기체

계 소요기획 문서이고, 미국 국방부의 ORD 가이드에 

따르면 이 항목은 무기체계가 수행할 전반적인 임무

수행 범위와 능력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임무들을 종

합적으로 기술하는 항목으로서 ‘임무영역평가(MAA : 
Mission Area Assessment)’와 ‘임무요구분석(MNA : 
Mission Needs Analysis)’을 거쳐 작성된다[6].
  먼저 MAA와 관련하여 한국 합참의 “OO기획서”에 

따르면 미래전은 효과위주의 작전이 수행되고, 대화력

전은 합동과제 달성을 위해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

준으로 하향식 임무영역을 설정하고 있다[6].
  이어서 MNA를 위해 2030년 시점의 MAA를 토대로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임무영역에 대한 전장환경 및 

적 능력을 분석한 후 아군의 현재 능력을 대입함으로

써 2030년에 요구되는 아군의 대화력전 능력수준을 

정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능력과 현재 능력의 차이를 

도출하면 2030년에 전력화될 ‘차기 4.2″ 박격포’가 어

떤 능력을 주로 갖춰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대화력전 MNA 결과의 예시는 Fig. 5와 같다.

Fig. 5. A sample of MNA result[6]

  위 그림을 통해 2030년에 전력화될 ‘차기 4.2″ 박격

포’는 다른 능력에 비해 화력 및 방호 능력을 우선적

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력 및 방호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군의 작전개념을 바탕으로 소

요군 입장의 임무요구 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전력소요서를 기반으로 군의 작전개념을 적용

한 임무요구가 도출되면 그것이 곧 ORD 1장 운용능

력 개요 중 마항 ‘체계임무’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대화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임무는 ‘장
사정화’, ‘폭발력’, ‘정확성’, ‘생존성’, ‘내구성’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미국의 ORD 가이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전반

적인 임무영역의 작성 시 ‘체계임무’나 ‘운용개념’의 

반복기술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별 체계임무

가 아닌 전반적인 임무수행 범위와 부족한 능력의 보



이 정 열

92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3권 제1호(2020년 2월)

완개념을 포함하여 기술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차기 4.2″ 박격포’의 소요를 제기·결정·검증한 

소요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자료를 수집한 

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9] 기법을 적용하는 

2단계의 전반적인 임무영역의 작성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로서 도출된 ‘체계임무’를 MNA 결과로 

구분된 4가지 능력분야(화력, 기동성, 방호, 정보)로 

그룹화하여 상호 비교대상이 되는 대안요인을 선정한

다. 다음 2단계로서 소요군 전문가들에게 상호 비교대

상이 되는 대안요인 간의 쌍대비교를 수행토록 함으

로써 실증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AHP 기법

을 적용하여 능력그룹별 대안요인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의 Table 3은 AHP기법을 적용한 ‘차기 

4.2″ 박격포’ 임무 우선순위 도출의 사례를 나타낸다.

Table 3. An example of mission priority

  Table 3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높은 임무는 화력 임무영역 중에서는 장사정화, 정확

성, 폭발력 관련 임무의 순서이고, 방호 임무영역 중

에서는 방탄력, 내구성, 생존성 관련 임무의 순서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전반적인 임무영역의 작성 시 화력 임

무영역에 대한 작성사례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An example of overall mission area

4.2.2 운용·핵심·체계성능 파라미터 작성방안

  운용·핵심·체계성능 파라미터와 관련하여 미국 국방

부의 RGS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차 획득할 무기체계에 대하여 운용성능 파라미터

는 요구되는 능력 및 속성을 임무 및 기능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고, 체계성능 파라미터는 운용성능의 충

족을 위해 성능의 관점에서 사거리, 속도, 정확성 등

을 기술하는 것이며, 핵심성능 파라미터는 체계성능 

파라미터 중 전반적인 능력의 달성에 가장 필수적인 

성능을 선정(*표시)하는 것이다[6].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앞의 MNA를 거쳐 식별된 화

력분야의 ‘장사정화’ 관련 임무에 대한 운용(O1) 및 

체계(S1) 성능 파라미터의 도출사례는 Fig. 6과 같다.

    Fig. 6. The example of operation and system 

parameters

  Table 1의 ORD template에 따르면 운용성능 파라미

터는 임계치(T)와 목표치(O)로 구분하여 기술해야 한

다. 따라서 차기 4.2″ 박격포의 운용성능 파라미터는 

현재 사거리보다 1.3배 확대될 전장을 고려하여 아군

과 근접한 적 전술 1제대의 타격임무를 임계치(T)로 

설정하고, 그보다 원거리에 위치한 적 작전 2제대의 

타격임무를 목표치(O)로 설정하여 기술하면 된다.
  그리고 체계성능 파라미터는 운용성능 파라미터의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성능을 기술해야 하므로 적 전

술 1제대 중심까지의 사거리를 임계치(T)로 설정하고, 
적 작전 2제대 중심까지의 사거리를 목표치(O)로 설

정하여 기술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핵심성능 파라미터는 체계성능 파라미

터 중 필수적인 성능을 식별하는 것인데, 이는 다양한 

체계성능들 중 어떤 성능이 MNA 결과 부족한 능력

분야로 판단된 화력 및 방호 능력을 많이 보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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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느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의 의사결정자가 체계성능들 중 임의로 

핵심성능을 선택한다면 그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의

심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에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렵고, 따라서 정량적·객관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기 4.2″ 박격포’의 소요를 제

기·결정·검증한 소요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자료를 수집한 후 다수의 선택기준 요인(화력, 기동성, 
방호, 정보)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평적 경쟁관계에 있

는 요소(체계성능)들 간의 우열을 판별할 수 있는 다

차원척도법(MDS : Multi-dimensional Scaling)[10]을 적용

한 3단계의 핵심성능 결정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로서 소요군 전문가들이 다수의 체계성

능 파라미터 간의 상호 유사성 및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를 MDS 분석도구에 입력하여 이상적인 파라미터 

간의 최단거리 산출을 위한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 각 

파라미터들의 2차원 평면상 좌표를 Table 5와 같이 도
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좌표를 2차원 평면상에 나타

낸 가상의 사례는 Fig. 7*과 같다.

Table 5. An example of parameter coordinates

  여기서 Table 5와 Fig. 7은 ‘차기 4.2″ 박격포’의 체

계성능 파라미터가 16개(SC1∼SC16)라고 가정하고, 
각 파라미터의 유사성 및 상이성 평가(가상) 결과를 

적용하여 분석도구(SPSS의 ALSCAL)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Fig. 7에 표시된 타원 내에 포함되는 파라미터들은 

서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평가받은 파라미터이

* x축과 y축은 가상의 4사분면 상에 각 체계성능 파라미터의 

좌표를 표현(+ & +, + & -, - & +, - & -)하기 위해 2차원

(+, -)으로 구분된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선이다.

고, 직선거리상 멀리 떨어진 파라미터들은 서로 상이

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평가받은 파리미터이다. 이때, 
Fig. 7 좌측하단의 Stress 및 적합계수(RSQ) 값으로 분

석모형의 적합도 및 오차의 정도를 검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Stress값이 0.2이내이고, 적합계수(RSQ)값
이 0.6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다[11].

 Fig. 7. The example parameters in two-dimensional 

space

  2단계로서 필요능력(화력, 기동성, 방호, 정보)의 보

강 측면에서 각 체계성능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적합

한지에 대하여 소요군 전문가들이 1단계에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필요능력의 속성점수를 각각 

부여(5~1점)하고, 4가지 속성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다. 속성점수의 부여 시에는 특정 속성의 보강 정도에 

따라 16개 체계성능 파라미터를 5개의 그룹으로 구분

하고, 그 속성이 많이 보강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

다[12]. 다음의 Table 6은 ‘화력’ 속성점수 부여 사례를 

나타낸다.

Table 6. An example of giving properties score

구분
Group1 
(5점)

Group2
(4점)

Group3
(3점)

Group4
(2점)

Group5
(1점)

화력 
속성

SC 1·2 SC 
3·6·14·16

SC 
4·5·7·13

SC 
9·12·15

SC 
8·10·11

  마지막 3단계로서 Fig. 8과 같이 각 체계성능 파라

미터의 2차원 평면상 좌표값을 독립변수로 지정하고, 
그 필요능력 속성점수의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지정하

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면 1단계 분석 결과에 2단계 분

석 결과를 매핑(mapping) 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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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example of mapping process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의 파라미터들이 필요능

력(화력, 기동성, 방호, 정보)의 보강에 얼마나 기여하

는지를 Fig.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9의 매핑 결과를 통해 각 필요능력(화력, 기동

성, 방호, 정보)의 위치(⋆) 및 벡터(→)의 방향에 가까

울수록 그 능력을 많이 보강하는 파라미터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MNA 결과에서 부족능력으로 판단된 

각 필요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6개의 체계성능 파라

미터들 중 각 3가지의 핵심성능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한다면 ‘화력(⋆)’에 가까이 위치한 ‘SC1·SC2·SC16’, 
‘기동성(⋆)’에 가까이 위치한 ‘SC4·SC5·SC13’, ‘방호

(⋆)’에 가까이 위치한 ‘SC8·SC10·SC11’, ‘정보(⋆)’에 

가까이 위치한 ‘SC9·SC12·SC15’를 선택하면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Fig. 9. An example of a mapping result

  본 장에서는 소요결정 이후의 전반적인 ORD 작성

방안과 그 핵심내용에 대한 새로운 작성방안을 제시

하고, 제시된 작성방안을 적용한 구체적인 예시를 나

타냄으로써 기존의 ORD 작성방식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단일항목 중심의 작성으로 인한 연계성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ORD의 핵심내용인 임

무영역 분야에 대하여 AHP 및 MDS와 같은 정량적인 

분석기법을 적용한 새로운 ORD 작성 프레임을 적용

함으로써 작성항목 간의 중복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운용 및 핵심 성능 파라미터의 미구분으로 인한 무리

한 요구사항 제시문제를 개선하는 등 ORD 작성의 본

래 목적달성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장에서 ORD의 핵심내용이 아닌 기타 항

목은 4장 1절의 전반적인 ORD 작성방안에 따라 큰 

문제점 없이 작성할 수 있고, 기존의 ORD 작성사례

에서도 큰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으므로 일부 사례

의 제시에 한정하였다.

5. 결 론

  소요군의 명확한 무기체계 요구사항을 체계적인 소

요제기를 통해 획득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방위산업의 

육성과 함께 성공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필수 활

동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2014년 이

후 무기체계 ORD 작성제도가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최근(2014년∼2016년)에 작성된 ORD를 분석

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큰 틀에서 표준화된 작성

항목에 따라 작성하고는 있지만 일부항목이 ORD 작

성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다르고, 획득할 무기체계

의 전반적인 임무영역과 ORD의 핵심내용(운용성능·체
계성능·핵심성능 파라미터 설정)이 부실하게 작성되는 

등 작성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ORD와 관련된 소요기획 문서들의 컨텍스트(context)를 

고려한 전반적인 ORD의 작성방안과 AHP 기법을 이

용한 ‘전반적인 임무영역’의 작성방안 그리고 MDS 
분석을 적용한 ‘운용·핵심·체계성능 파라미터’의 작성

방안을 포함하는 ORD 작성 프레임과 그 적용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합참의 대화력전 개념과 가상의 ‘차기 

4.2″ 박격포’ ORD 작성을 상정하여 구체적인 작성사

례를 제시함으로써 ORD 작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가 향후 한국군의 무기체계 

ORD 작성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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