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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육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차세대 개인전투체계인 워리어플랫

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개별 품목의 품질과 성능을 개선하고, 

2단계에서는 체계개발 간 품목들을 통합하며, 3단계에서는 일체형의 단위 무기체계로 개발하여 전투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워리어플랫폼 구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임무기능별 필수 요구능력 5가지(생존성, 치명성, 기동

성, 임무지속성, 지휘통제)에 대한 세부 하위 항목들을 제시하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부대유형별로 

5대 요구능력과 세부 하위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임무유형이 서로 다른 4가지 형태의 부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각 부대마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보병부대는 지휘통제 능력을 중요시한 반면, 다른 3가지 유형의 부대들은 공통적

으로 생존성 능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우리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개발방향 설정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우선순위 결정, 부대 유형, AHP 분석

Abstrac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re-establishing the role of the Army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reform 

and is promoting the Warrior Platform, a next-generation individual combat system. The Warrior Platform project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is being promoted. In the first stage,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individual items are 

improved, in the second stage, items between system development are integrated, and in the third stage, the combat 

capability is maximized by developing an integrated unit weapon system. In this paper, detailed sub-items for the five 

essential required competencies (survival, lethality, mobility,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that are considered for 

building an effective warrior platform are presented. We also present a plan that can be used to prepare a specific master 

plan for the Army's Warrior Platform project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d selecting the priority of the 

five required capabilities and detailed sub-items for different unit typ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iorities of the four 

types of units with different mission types, we fi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for each unit.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d as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setting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warrio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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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한민국 육군의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총 3단계 (1

단계 개별 조합형, 2단계 통합형, 3단계 일체형)로 구분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은 개인 

전투망(Personal area network)과 전장가시화체계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각

개 전투원의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함

이다. 

워리어플랫폼의 경우 1단계에서 개별항목으로 개발

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피복류, 장구류, 장비류) 및 무

기체계들1)을 2단계와 3단계에서 몸통보호체계, 통합헬

멧체계, 개인무기체계 등으로 그룹화하여 통합하는 방

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개별적으

로 개발되고 있는 전력지원체계의 피복 및 장구류가 2

단계에서는 방탄성능이 보강된 전투조끼에 수통과 응

급처치키트 등이 결합되는 형태로 몸통보호체계로 통

합되고, 3단계에서는 외골격체계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외부 장착형 슈트 형태로 통합되는 일체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추세는 통합헬멧체계 및 

개인무기체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워리어플랫폼을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생존성, 치명성, 기동성, 

임무지속성, 지휘통제) 뿐만 아니라 부대유형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육군은 부대유형에 따라 1) 

치열한 근접전투를 주로 수행[1]하는 일반보병부대 

(Infantry unit), 2) 원거리 수색정찰 및 제한된 전투를 수

행하는 특공・수색・정찰 부대(Commandos/Search 

and Reconnaissance Unit : CSR)[2], 3) 근접전투와 

원거리 및 적지종심 작전을 수행[3,4]하는 특수작전부

대(Special Operations Forces : SOF), 그리고 4) 비

전투 지원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작전지속지원부대

(Operational Support Unit : OS unit)로 구분할 수 

있다[5]. 이때 각 부대마다 수행하는 임무가 다르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능도 상이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개발된 장비를 모든 부대에 동일하게 보급하면 예산 및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보병부대는 인

접 부대 및 상급 부대와의 통신 및 전장가시화 기능이 

1) 전력지원체계는 피복류 10종, 장구류 10종, 그리고 장비류 9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기체계는 개인화기, 야간투시경 등 10종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필수이기 때문에 높은 지휘통제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

만, 이러한 능력은 적진에서 홀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

수작전부대에서는 지휘통제능력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다. 그리고 각 능력들은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눌 수 있

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워

리어플랫폼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해 각 부대별 5대 요구능력 및 각

각에 대한 세부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그 결

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워리어플랫폼 무기체계와 전

력지원체계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2장에

서는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

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AHP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

한다. 4장에서는 부대 임무유형별 요구능력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미래 워리어플랫폼 

발전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제시한다.

2.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 세부항목

워리어플랫폼은 상위항목인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

력(stage 1)에 맞는 여러 하위 항목들(stage 2)을 고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상위 능력 별

로 전장임무 수행에 필요한 3∼4개의 하위 항목들을 제

시하였다. Table 1은 상위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

고 있다[6,7].

Table 1. The Contents of Stage 1 Factors

Stage1 factors Contents

Survivability
Function to protect combatants from 

various threats (protection)

Lethality
Ability to detect, identify, and destroy

enemy personnel and equipment

Mobility

Ability to ensure the maneuvering of

combatants by equipping them with the

necessary equipment for performing the 

mission

Sustainability
The ability to sustain a combatant's 

mission in a tactical situation.

Communication

Ability to command and control combatants 

and firearms/equipment/ mission 

procedur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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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존성 (Survivability) 

생존성은 제반 위협으로부터 전투원을 보호하는 기능

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방탄능력(Bulletproof ability) : 방탄조끼 및 방

탄헬멧 등을 활용해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몸통 

및 머리에 대한 직접적인 방호를 제공하는 능력

2) 화생방 방호 능력 (CBR protective ability) : 방

독면 등을 활용해 생화학 물질로부터 인체에 대

한 방호를 제공하는 능력

3) 응급처치 능력(First aid capability) : 지혈거즈 

등이 포함된 핵심 의료물자를 활용해 부상에 대

해 응급처치를 하는 능력

4) 피탐방지 능력(Detectability prevention ability) 

: 소음・소염기, 위장복/위장크림 등을 통해 적으

로부터 탐지되지 않는 능력

2.2 치명성 (Lethality)

치명성은 적의 인원과 장비를 탐지・식별・파괴하

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인화기) 살상 능력(Lethality of personal weapon) 

: 총기 자체의 성능향상 능력 (사거리, 최대 발사

속도, 탄의 살상력 등)을 향상

2) 명중률(Target hit rate) : 조준경, 확대경 등을 

활용해 조준능력 향상 및 명중률을 향상

3) 표적지시 능력(Target indication ability) : 가

시・비가시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근접전투에 효

과적인 신속사격 능력을 향상

4) 탐지 능력 (Detection ability) : 야간투시경, 원

거리 조준경, 확대경 등을 활용해 주・야간 적을 

탐지 및 식별하는 능력 향상

2.3 기동성 (Mobility)

기동성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전투원의 

기동을 보장하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 능

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투하중 경량화 능력(Battle load lightweight 

ability) : 경량소재를 활용해 총기, 전투복, 방탄

복 등 필수 항목들의 무게를 감소

2) 인체공학적 설계 능력 (Ergonomic design ability) 

: 착용 및 휴대품목에 대한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전투하중을 분산 및 최적화하는 능력

3) 근골격계 능력증강(Enhancement of musculo-skeletal 

ability) : 외골격체계 등을 활용해 근력 증강효과를 

추구함으로써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능력

2.4 임무지속성 (Sustainability)

임무지속성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전투원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능력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세부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체 생리기능 유지 능력(Human physiological 

function maintenance ability) : 전투식량 등

과 같이 인체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시켜줌

으로써 전투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2) 피복 및 장구류(Clothing and equipment) : 방

상내・외피, 침낭 등 장기간의 임무수행 시 기상 

및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피

복류 및 장구류 일체 

3) 장비 에너지 공급 능력(Equipment energy supply

ability): 통합전원 등과 같이 워리어플랫폼 각종 

장비에 전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장비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한 능력 

4) 근골격계 능력 증강(Enhancement of musculo 

-skeletal ability): 외골격체계 등을 활용해 근력 

증강효과를 추구함으로써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능력

2.5 지휘통제 (Communication) 

마지막으로, 지휘통제는 인접부대 및 상급부대와 임

무수행절차를 통해 정보를 보고하고 하달 받는 능력으

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세부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통신 능력(Communication ability) : 현장 전투

원들끼리 그리고 현장전투원과 지휘통제실(지휘

관) 사이에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통신 능

력 (음성 및 데이터 송수신 가능)

2) 대용량 정보처리 능력(Massiv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 야간투시경, 조준경, 피아식별장치 등

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를 처리해서 각개전투원으

로 하여금 전장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및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 

3) 전장정보 가시화 및 공유 능력(Visualization of 

battlefield information and shar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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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기로부터 획됙된 정보와 상급부대로부

터 전송된 정보를 가시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을 달성하고 이를 

카이샷(Kaishot)등과 같은 장비를 통해 적을 포

함한 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지휘통제

실과 공유하는 능력

3. AHP 분석 결과

Thomas L. Saaty가 개발한 AHP 기법은 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각 항목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이다[8]. 김태양과 김주희(2021)

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부대 및 시기별 개인전투체

계 중요도를 분석[9] 하였는데, 본 논문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총 13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우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때 부대별 임무유형

에 따라 워리어플랫폼 세부 기능들 간의 우선순위가 다

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병부대, 특공부대, 특수전부

대, 작전지속부대 등 4개 유형의 부대에서 설문자를 각

각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산출한 뒤 그 값이 0.2 이상인 

설문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2)[10]. 그 결과 각 항목별로 분석에 사용한 샘

플 수는 평균적으로 약 76개이고, 부대별로는 보병부대 

20개, 특공부대 25개, 특전사 17개, 작전지속지원부대 

14개이다.

3.1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 우선순위 결정

먼저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stage 1)에 대한 우

선순위와 가중치를 분석하였다(Fig 1). 전체 표본에서

는 생존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지휘통제, 기동성, 

치명성, 임무지속성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일반 보병부대에서는 다른 유형의 부대와 비교하여 

보다 넓고 다양한 환경의 작전 지역에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장상황인식과 관련된 지휘통제 기능이 다른 

부대보다 더 높은 수치(0.375)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공 및 특수전부대는 주로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존성이 다른 항목들보다 더 높게 나

타났다. 작전지속부대는 작전지역 후방의 정해진 지역

에서 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기동성 항목이 상대적으

2)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의 기준값은 ‘0.1’이다. 하지만, 탐색적 연구에

서는 0.2까지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

로 낮은 수치(0.098)를 보였다.

Fig 1. Priority of Stage 1 factors

3.2 생존성 우선순위 비교

생존성의 4개 하부항목(stage 2)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2). 전체적인 분석에서는 방탄능력, 피

탐방지 능력, 응급처치 능력, 화생방 방호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적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작전을 수행하는 일

반 보병부대는 방탄능력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매겼

고(0.543), 특수전부대는 적 정보 수집 등 적에게 발견되

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해야하므로 피탐방지 능력

을 1순위로 뽑았다(0.368). 작전지속지원부대는 다른 부

대와는 다르게, 화생방 방호 능력을 2순위로 선정하였지

만, 그 비율은 다른 능력들과는 큰 차이는 없다(0.196). 

Fig 2. Priority of Stage 2 factors in Surviv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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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명성 우선순위 비교

전체적인 가능중치 평균을 보면, 탐지능력에 가장 높

고, 나머지 세 항목은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Fig 3). 작

전지속지원부대를 제외한 3개 부대는 탐지능력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탐지능력에 대한 각 부대

별 가중치 평균을 살펴보면, 일반보병부대는 0.504, 특

공은 0.467, 특수전부대는 0.468이다. 이와 같은 선택

을 한 이유는 적을 먼저 발견해야, 적에 대한 사격 및 

상급 부대 보고 등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과의 직접적인 조우가 없는 작전지속부대는 다른 부

대와는 다르게 명중률을 1순위(0.403)로 선정하였다. 

Fig 3. Priority of Stage 2 factors in Lethality

3.4 기동성 우선순위 비교

3가지 하위항목으로 구성된 기동성 평가에서는 모든 

부대에서 전투하중 경량화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 

(0.573)로 뽑았고, 그 다음으로 인체공학적 설계

(0.247), 근골격계 능력증강(0.180)으로 나타났다(Fig 

4). 근골격계 능력증강 항목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는 

현재 이와 관련된 장비를 개발 중이고, 아직 일선 부대

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적지종심작전 부대인 특공 및 특수전부대는 근력 

증강이 필요한 임무보다는 정보 수집이 주 임무이기 때

문에 근골격계 능력 증강 능력은 다른 부대에 비해 낮

게 측정되었다. 

Fig 4. Priority of Stage 2 factors in mobility

3.5 임무지속성 우선순위 비교

전반적으로 인체생리기능 유지, 장비에너지 공급, 피

복 및 장구로, 근골격계 능력증강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기동성과 마찬가지로 근골격

계  능력 증강은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Fig 5). 일반

보병부대와 특공부대는 인체생리기능 및 장비에너지 

공급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또한, 일반 

보병부대는 상급부대와의 통신 능력 등 지휘 통제 임무

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에너지 공급이 다른 부대들보

다 높게 나타났다(0.353). 특수전부대는 피복 및 장구

류가 다른 부대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기간 작

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지만, 작전지역에서 조달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5. Priority of Stage 2 factors in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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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휘통제 우선순위 비교

마지막으로, 지휘통제에 대한 하부항목들의 우선순

위에 살펴보겠다(Fig 6). 전반적으로 통신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장정보 가시화 및 공

유, 대용량 정보처리 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Fig 6. Priority of Stage 2 factors in communication

앞서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보병부대는 인

접부대 및 상급부대와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통신 능력, 전장정보 가시화 및 공유가 

높게 나왔다. 적지종심 작전부대도 적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상급부대와 공유해야 하므로 통신능력에 가

장 가중치 평균을 부여하였다(0.658).

4. 부대 임무유형별 우선순위 비교

개인 전투원 별로 부여된 임무에 맞는 최적화된 장

비들을 차별화하여 선택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은 워

리어플랫폼의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부대 유형(보병부대, 특공부대, 특수전부

대, 작전지속지원부대)에 따른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

력 세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4.1 보병부대

일반 보병부대에서의 5대 요구능력 우선순위는 지휘

통제(0.375), 생존성(0.273), 치명성(0.171), 기동성

(0.095), 임무지속성(0.086)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휘

통제 내에서는 통신 능력(0.455), 전장정보 가시화 및 

공유(0.390), 생존성 내에서는 방탄능력(0.543)이 우선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상위 및 하위 항목을 가중치를 

고려한 우선순위 3가지 기능은 통신능력, 방탄능력, 전

장정보 가시화 및 공유능력으로 보병부대용 워리어플

랫폼의 요구능력에 있어서 각각 17.06%, 14.81%, 

14.62% 의 역할을 차지하며 개발중점을 이 기능분야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2 특공부대

수색/정찰부대에서의 5대 요구능력 우선순위는 생

존성(0.309), 지휘통제(0.205), 기동성(0.192), 임무지

속성(0.170), 치명성(0.124)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성 

내에서는 방탄능력(0.408), 피탐방지능력(0.184), 지휘

통제 내에서는 통신능력(0.658)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

타났다. 전체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상위 2개 항목은 보

병부대와 같지만, 3번째 항목은 전투하중 경량화 능력

이 선택되었다. 위 3가지 기능이 수색/정찰부대용 워리

어플랫폼의 요구능력에 있어서 각각 13.50%, 12.59%, 

12.33% 의 역할을 차지하며 개발중점을 이 기능분야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3 특수전부대

특수전부대에서의 5대 요구능력 우선순위는 생존성

(0.325), 기동성(0.231), 지휘통제(0.175), 치명성

(0.138), 임무지속성(0.1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존

성 내에서는 피탐방지능력(0.368), 방탄능력(0.271), 

기동성 내에서는 전투하중 경량화(0.615)의 우선순위

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 항목 중 가장 가중치가 높은 3

가지 항목은 전투하중 경량화 능력, 피탐방지능력, 그리

고 통신능력이 선택되었다. 이는 위 3가지 기능이 수색

/정찰부대용 워리어플랫폼의 요구능력에 있어서 각각 

14.24%, 11.96%, 8.92% 의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개발중점을 이 기능분야에 맞추는 것

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4 작전지속지원부대

작전지속부대에서의 5대 요구능력 우선순위는 생존

성(0.426), 지휘통제(0.180), 치명성(0.170), 임무지속

성(0.125), 기동성(0.098) 순으로 나타났으며, 생존성 

내에서는 방탄능력(0.524), 화생방방호능력(0.196), 지

휘통제 내에서는 통신능력(0.500)이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작전지속지원부대는 전체 항목 중 방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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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다음으로 통신능

력, 화생방방호능력 순이다. 이 3가지 기능이 수색/정

찰부대용 워리어플랫폼의 요구능력에 있어서 각각 

22.32%, 9.02%, 8.37% 의 역할을 차지하므로 개발중점

을 이 기능분야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5. 결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워리어플랫폼의 구축 목표는 첨

단 과학군으로의 변화와 전 전장영역에서 전투를 수행

하는 개인 전투원의 전투수행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작전환경에서의 전투우위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전투원에게 전장상황에서 요구되

는 기본적인 군사적 기능인 임무기능별  5대 요구능력

을 향상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임무기능

별 5대 요구능력들 사이에는 그 특성상 상충요인이 반

드시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생존성 강화를 목적으

로 방탄성능을 높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전투하중이 

증가해 기동성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임무지속성이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워리어플랫폼을 개발함

에 있어 부대별 임무유형에 따라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능력을 보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AHP 

기법을 통해 부대별 임무유형별로 어떤 기능이 상대적

으로 중요한 것인지 밝히고 그에 따라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함에 있어 부대별로 어떤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

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임무유형별로 각각 1개 부대에

서만 설문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인원들이 해당 임무유형 부대 전체를 대표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결과에 나타

난 우선순위 그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

렵다. 그러므로 실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다 많은 수의 부대 및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

문을 통해 요구능력별 우선순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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