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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개념단계에서는 개발 대상 무기체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사 무기체계의 자
료를 근거하여 총 소요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단계에서 유사체계 정보와 비용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무기체계 개발,
생산, 운영유지 과정 중에 발생되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적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은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한 사례기반추론모델을 비용분석 전산모델과 연동하여 정보 획득의 부
족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다만 축적된 무기체계 사례가 부족하고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외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용 하고 있는 사례기반추론모델인 CostIQ
의 국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CostIQ를 통해 개발 대상 체계의 설계·성능 요구사항만으로 유사 체계의 정보와 비용데이
터를 적절하게 추천 받을 수 있는지 함정 사례를 개발하여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ABSTRACT ]
In the weapon system requirement planning and concept phase, in order to secure an appropriate budget for
project promotion of the weapon system to be developed, the total cost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the data of
similar weapon systems. However, Similar systems information and cost data at this phase, the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systematically managing and accumulating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he process of
weapon system development, production, operating and maintenance are insufficient. Currently advanced countries
are trying to minimize the shortage of information by using a ace-based reasoning model equipped with a database.
However there is a lack of accumulated weapon system cases,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it can be used
in the domestic weapon system R&D process. Therefore, In this paper presents a domestic utilization plan of CostIQ
and CBR model used in the process of R&D of overseas weapon systems. we verified whether information and cost
data of similar systems were appropriately recommended only by the desgin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of the
development target system.
Key Words : Case Based Reasoning(사례기반추론), Domain Authoring Tool(도메인저작도구),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화 분석)

1. 서 론
현대의 무기체계는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시스템 구성도
가 복잡해지고 기능은 첨단화 스마트화,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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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획득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생산비용, 운영유지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국방 예산은 제한적
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용분
석과 비용관리를 수행하여 연구개발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필
요한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수행되었던 국내·외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기
하급수적으로 소요 비용이 증가하여 사업이 실패한 사례도 볼
수 있다.[1][2] 그렇기 때문에 기획 및 개념단계에서부터 향후 사
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비용을 추정하고 사업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제3권 제4호(2021년 12월) / 1

시스템요구사항을 통한 아키텍처 기반의 비용데이터 추천 모델 사례 개발 : 구축함·호위함·초계함을 중심으로

추진 단계별로 비용과 성능 간의 절충활동을 통하여 목표한 비
용 내에서 성공적으로 무기체계가 획득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2.2 도메인저작도구
도메인저작도구는 도메인과 저작도구의 합성어이다. 도메인

해야 한다. 하지만 무기체계 개발, 생산, 운영유지 기간 동안

은 무기체계의 분야를 뜻하며 저작도구는 객체 간의 관계를

발생한 정보와 비용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미래
의 유사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

설정하고 텍스트 등 관련 저작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프
로그램을 뜻한다. SEER CostIQ 데이터베이스에 연계되어 있

조성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미흡한 실정

는 도메인저작도구는 사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 설계자가

이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은 과거에 수행했던 체계 개발 중에
발생한 정보와 비용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사례기

직접 체계의 설계·성능 요구사항 기준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
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도메인저작도

반추론모델을 비용분석 전산모델과 연동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

구를 통해 사용자에게 개발 대상 체계와 유사성이 높은 체계

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 비중
이 높은 SEER CostIQ라는 사례기반추론모델이 있다. SEER

를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5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는
체계 분야 도메인을 선택하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입

CostIQ는 16개 도메인과 120여 개의 체계 개발 사례가 축적된

력한 도메인의 특징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둘째는 사용자가 개

데이터베이스가 탑재되어 있다. 이는 해당 체계의 사업 정보,
성능요구사항, 물리적 아키텍처, 비용데이터, 재료 물성치 등이

발을 목표로 하는 체계의 유사 체계를 분류하고 추천할 수 있
도록 필수적인 설계·성능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준을 설정한

포함된 비용분석 전산모델 파일과 연동이 되어서 무기체계 연구

다. 셋째는 요구사항별로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산

개발 단계별로 비용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전산지원도구이다. 또한 도메인저작도구 기능을 탑재하고 있

식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요구사항 기준과 범위에 유사한
체계를 정량적, 정성적인 값으로 사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어서 새로운 무기체계의 설계·성능 요구사항 기준을 정립할 수

설계한다. 넷째는 도메인저작도구에 탑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

있고 새로운 도메인을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국내 방위산업 분야

스에 도메인의 무기체계의 사업 정보, 물리적 아키텍처, 비용
데이터 등이 포함된 비용분석 전산모델 파일을 저장하고 사용

에서 활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

자가 입력한 체계의 설계·성능요구사항과 전산모델 파일의 관

용하기에는 SEER CostIQ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국가
별 무기체계 사례가 부족하고 국내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

계성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해당 무기체계의 설계·성능 요구사항
을 입력한다. 다섯째는 사용자가 비용분석 전산모델로 연동할

정에서 사례기반추론모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 검증이 되어

때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에 대한 설정을 해야 한다.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추론모델에 탑재
되어 있는 도메인저작도구를 활용하여 함정 무기체계 도메

2.2.1 도메인 생성

인 사례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

본 연구에서 도메인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장되어 있

정 중 소요기획단계 및 개념연구단계에서 사례기반추론모델
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례 검증을 하였다.

지 않았던 함정무기체계 사례를 개발하였다. 함정무기체계 중
에서도 수상함정무기체계로 분류되는 호위함, 수상함, 초계함
을 중심으로 사례를 구축하였다.

2. 본 론
2.1 사례기반추론모델
사례기반추론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례의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
서 활용한 사례기반추론 모델 SEER CostIQ의 수행 절차는 아
래 [그림 1]과 같다.

2.2.2 요구사항 도출
사례기반추론모델을 활용하여 유사성이 높은 무기체계를 사
용자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설계자가 해당 체계의 설계 성능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함정 무기
체계 개발과 운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호위함, 수상함, 초계함의 필수적인
설계 성능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고 기준을 정립하였다.
또한 정량적으로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석적계층화과정
을 활용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한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와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2.2.2.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답변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
함정 무기체계 개발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28명을 대
상으로 두 달 동안 1차~3차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선정 기준은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 능력, 프로젝트 경
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설문조사자 참여자 경력과

그림 1. 사례기반추론모델 CostIQ 절차
Fig. 1. Case Based Reasoning Model SEER CostIQ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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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경력의 직무 분야는 아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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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참여자 경력과 분야
Table 1. Survey Participants Experience
번호
1
2
3
4
5
6
7
8
9
10

해당경력
45년 ~ 50년
40년 ~ 45년
35년 ~ 40년
30년 ~ 35년
25년 ~ 30년
20년 ~ 25년
15년 ~ 20년
10년 ~ 15년
5년 ~ 10년
5년 이하

번호
1
2
3
4
5

함정체계 전문분야
설계 및 감리
체계공학
운영
비용분석/목표비용관리
개발 및 과제 관리
합 계


  

인원(명)
4명
0명
6명
1명
4명
2명
3명
1명
3명
4명
인원
9명
12명
2명
4명
1명
28명

비율
32.14%
42.85%
7.1%
14.2%
3.57%
100%

본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1차~3차 델파이를 포함하여 분석적
계층화과정까지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목표표집인원
대비 실제 표집인원이 28명으로 응답률은 100%로 확인하였
다. 아래 [표 2]는 28명의 응답률이다.
표 2. 응답률
Table 2. Response Rate
순 서
목표표집인원 실제표집인원 응답률
1차 델파이(개방형)
28명
28명
100%
2차 델파이(폐쇄형)
28명
28명
100%
3차 델파이(폐쇄형)
28명
28명
100%
분석적계층화과정
28명
28명
100%
합계
28명
28명
100%
1) 델파이를 이용한 요구사항 도출
28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차~3차 델파이를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는 개방형 조사로 호위함, 수상함, 초계함 개발 시
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설계·성능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약 조건 없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17
가 지 항목을 도출할 수 있었다. 2차~3차 델파이는 1차 델파
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17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폐쇄형 리커
트 5점 척도 기반 중요도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하위 요소 항목을 성실히 측정했는가에 대한 내용 타당
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식(1)을 통해 계산
하고 최소값 이하의 항목은 제거하였다. 내용 타당도 비율의
최소값은 28명을 반올림하여 30명 기준으로 설정하고 0.33 이
[3]

하의 중요도 도출 값들은 삭제하였다. 또한 도출 항목을 오차
없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에 대한 신뢰도는 식(2)를 통해
산출하였다. 아래 [표 3]은 2~3차 델파이 조사 결과이며 내용
타당도 비율이 기준치 이하로 도출된 시설, 지원 장비, 정비계
획, 보급 항목을 삭제하고 도출된 신뢰도 값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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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3. 2차·3차 델파이 결과 타당도·신뢰도 값
Table 3. 2nd·3rd Delphi Result Validity·Reliability Values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설계·성능 요구사항
배수량(경하톤수/만재톤수)
크기
동력
속력
항속거리
탑승인원
무장
센서
추진기관
수송능력
탑재능력
통합생존성
손상통제체계
시설
지원장비
정비계획
보급

타당도
0.64
0.57
0.71
0.57
0.5
0.42
0.92
0.78
0.5
0.35
0.57
0.85
0.35
-0.64
-0.5
-0.57
-0.78

신뢰도
0.614
0.598
0.617
0.566
0.583
0.678
0.648
0.662
0.619
0.574
0.677
0.62
0.57
-

2.2.3 AHP를 이용한 요구사항 중요도와 가중치 도출 및 입력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된 13가지 항목들을 중심으로 계층
적 의사결정방법 이론을 적용하여 요구사항별 중요도와 가중
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계·성능 요구사항들을 유사한 기능
끼리 분류하고 계층화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정량화하였다. 이어서 쌍대비교를 통하
여 상대적 가중치를 측정하고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
치를 종합하여 요구사항 요소의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
였다. 아래 [표 4]는 식(3)을 통해 도출된 분석적계층화과정 결
과값이다.
   ⋯       ⋯   
  ⋯ 
    ⋯  
    
      
⋮ ⋮
⋮
⋮
⋮
⋮
   ⋯     ⋯ 







(3)

식(3)을 통해서 도출된 요구사항별 가중치는 [그림 1] 사례
기반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체계의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식(4)에 대입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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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4)에서 Score는 아래의 식(5)와 같으며 각 요구사항별로
가중치는 식(3)을 통해 도출된 가중치를 입력한다. 근접성은 0

표 5. 세부 요구사항별 종류와 개수
Table 5. Number of detailed Requirements

과 1 범위 사이에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사례의 요
구사항 값이 사용자의 요구사항 입력 값과 일치하면 ‘1’에 근
접하고 그렇지 않으면 ‘0’에 근접한다.[4] 계산은 CostIQ 내부
에 탑재된 계산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설정된다.
무장
score = sum   ×  (5)
표 4. 분석적계층화과정 결과값
Table 4. Result of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 1

계층 2

일반제원
(0.208392331)

작전성능
수상함정
(0.623948503)
무기체계
(1.000)

기술적/부수적
성능
(0.167659166)

계층 3
배수량
(0.236136358)
속력
(0.558612266)
항속거리
(0.205251376)
무장
(0.347394337)
센서
(0.186941393)
수송능력
(0.36907089)
탑재능력
(0.072168154)
통합생존성
(0.222040158)
손상통제체계
(0.134548868)
크기
(0.192922176)
추진체계
(0.434032245)
추진기관
(0.278791434)
탑승인원
(0.094254145)

세부요구사항
함포
함대함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CIWS
화기관제시스템
어뢰
대공/수상 레이더
감시/사격통제레이더
대수상/항해 레이더
광학장비
소나
전투정보시스템
추진기관
합 계

개수
30개
36개
41개
5개
16개
82개
19개
75개
69개
64개
7개
77개
79개
77개
677개

예시
Mk.45 Mod4 127mm
Harpoon Block1C
SM-2 MR Block3B
Tomahawk BlaockIII
SGE-30 Goalkeeper
Thales MWCS
Mark 32
Lockheed Martin
Raytheon SPG-51D
Raytheon SPS-73
Thales Artemis IRST
DSQS-21C
AEGIS Baseline 7
GE LM 2500

가중치

순위

0.049209

7

0.11641

4

0.04277

10

0.21676

1

0.11664

3

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입력 방법에서 LIST는 범위 안에 있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형식이고 Number는 정량적

0.02303

12

으로 범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0.04503

9

0.13854

2

0.08395

5

0.03235

11

0.07277

6

0.04674

8

0.0158

13

2.2.4 도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가들의 델파이 결과로 도출된 함정 무기체계의 핵심 설
계 성능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유사성이 높은 체계를 추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축적
한 데이터는 국내·외 수상 함정 무기체계의 과거 사업 정보,
성능 요구사항, 재료 물성치, 재료, 수량 등을 비용분석 전산
모델 파일들이다.
2.2.4.1 도메인 종류 및 개수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는 35개국의 함정무기체계 183척(호
위함 97척, 구축함 38척, 초계함 48척)을 축적하였다. 입력된
요구사항 중에서도 무장, 센서, 추진기관은 함정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요소들을 사용자가 선
택할 수 있도록 모두 입력하였다. 아래 [표 5]는 요구사항별
입력된 요소의 개수이다.

4 /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제3권 제4호(2021년 12월)

센서

2.2.4.2 요구사항 입력 기준 및 범위 설정
사용자가 CostIQ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기

표 6. 요구사항 입력 방법 및 범위 기준 설정
Table 6. Input Method and Range Baseline of Requirements
요 구 사 항 기 준
함정기종
배수량(ton)
전장(m)
크
전폭(m)
기
높이(m)
추진체계
속력(knot)
항속거리(m)
탑승인원(명)
함포
함대함미사일
무 함대공미사일
장 함대지미사일
CIWS
화기관제시스템
대공/수상레이더
감시사
/ 격통제레이더
센 대수상/항해레이더
서 광학추적
소나
전투정보시스템
추진기관
수송능력(ton)
탑 헬기(기)
재 고속단정(척)
통합생존성
손상통제체계

입력방법
LIST
Number
Number
Number
Number
LIST
Number
Number
Number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LIST
Number
Number
Number
LIST
LIST

입력 범위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From : 1,000 to 15,000
From : 0 to 300
From : 0 to 100
From : 0 to 50
CODAD, COGAG…
From : 0 to 50
From : 0 to 20,000
From : 0 to 5,000
Mk.45 Mod 4 127mm/62…
해성SSM-700K…
해궁, RIM-7P Sea Sparrow…
해룡, 해성2…
SGE-30 Goalkeeper…
Signal Liod optronic director…
SPY-1D, MW-O8…
SPG-62,STIR-240…
SPS-95K, SPS-67…
Sagem EOMS-NG…
SQQ-89(V), SQS-53C…
LINK11, LINK16…
Rolls-Royce MT30…
From : 0 to 5,000
From : 0 to 5
From : 0 to 20
Yes or No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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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례 검증
도메인저작도구를 통해 개발한 함정 무기체계 사례 데이터

로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사례기반
추론 모델에서 추천된 유사성이 높은 7가지 함정 무기체계

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스템을 추천할 수 있는지

의 실제 배수량과 탑재장비 수량을 기준으로 정성적, 정량

사용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호위함’을 대상으로 사례를 검증
하였다.

적 유사성 정도를 버블의 크기로 설정하여 시각화하였다.

2.3.1 사용자 요구사항 사례
사용자 요구사항 사례는 인터넷에 공개된 차기 한국형 호위
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7]은 사례기반 추론모델에 입력한
차기 한국형 호위함 요구사항 성능이다.
표 7. 차기 한국형 호위함 요구사항
Table 6. Future Frigate eXperimental Requirements
요 구 사 항 기 준
배수량(ton)
전장(m)
크기
전폭(m)
높이(m)
추진체계
속력(knot)
항속거리(m)
탑승인원(명)
함포
함대함미사일
함대공미사일
무장
함대지미사일
CIWS
화기관제시스템
대공/수상레이더
감시/사격통제레이더
대수상/항해레이더
센서
광학추적
소나
전투정보시스템
추진기관
수송능력(ton)
헬기(기)
탑재
고속단정(척)
통합생존성
손상통제체계

한국형 호위함
4000
129m
15m
8m
CODLAG
30knot
10,000km
125명
Mk.45 Mod4 127mm/62
해성 함대함 유도탄
해궁 함대공 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국산 CIWS 2
SPS-550K
SPG-540K(CEROS)
SPS-560K
EOTS
SQS-240K, SQR-250K
KNTDS, LINK-11, LINK-K
롤스로이스 MT30*1
MTU12V 4000 M53B*4
500ton
1기
0척
Yes
Yes

2.3.2 사용자 요구사항 기반 추천 모델 사례 검증
[그림 1]은 차기 호위함 요구사항 성능을 사례기반 추론
모델에 입력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화면이다. 요구
사항과 정량적으로 유사성이 높게 추천된 유사 호위함 체계
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FFX-2 CLASS는 69점,
FFX-1 CLASS는 55점, KDX-1 CLASS는 42점이다. 독일
의 DE ZEVEN PROVINCIEN CLASS는 40점이다. 터키의
YAVUZ(MEKO 200TN) CLASS는 40점이다. 이탈리아의
MAESTRALE CLASS는 39점이다. ANZAC CLASS는 38

그림 1. 차기 한국형 호위함 유사 함정 추천 실증 화면
Fig. 1. The future korean Frigate similarly warship
recommendation demonstration screen

그림 2. 유사성이 높은 함정 체계 7가지의 버블차트
Fig. 2. Bubble Chart of High Relevant Warship Top 7
사례기반 추론모델에서 [그림 1]과 같이 차기 한국형 호
위함 요구 성능과 유사한 함정 체계를 추천하면 해당 함정
체계의 개발 사업 정보, 함정 데이터, 비용 데이터 등이 포
함된 비용분석 전산모델과 연동이 되어 실시간으로 신속하
게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은 유사성이 높게
추천되었던 함정체계 사례 중 하나를 클릭하여 비용분석 전
산모델로 연동한 실증 화면이다. 추천 함정체계의 물리적
아키텍처 기반으로 비용분할구조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고
개발 대상 호위함에 따라서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하다. 비
용분할구조 요소별 비용 추정에 필요한 기계, 전자, EOS,
ASIC, FPGA 등의 변수, 사업 일정, 시제품·생산 수량, 노

점으로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90개의 호위함 체계가 계산

동 계수, 운영 유지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의 개발 대상 체계 정보 입력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식에 의해 정량적으로 계산되어 도출된 유사성 점수 순서대

비용분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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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용분석 전산모델 연동 실증 화면
Fig. 3. Cost Analysis Model Demonstration Screen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국방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개념개발 단계
에서 실무자가 사용 가능한 사례기반 추론모델인 SEER
CostIQ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SEER CostIQ는 120여개의 체계개발 사례가 축적된 데이터
베이스를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무기
체계 사례가 부족하고 국내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stIQ의 활용 가능성을 하기 위해
함정 무기체계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총
28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과 분석적 계층화 과정기법을 적
용하여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을 중심으로 사례를 개발하였다.
사용자가 개발 대상 함정 무기체계의 요구 성능을 입력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의 항목과 범위를 전문가들로부터 도출된 객
관적인 결과 값으로 기준을 확립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요구사항 성능과 유사성이 높은 체계를 추천하기 위해서
CostIQ가 탑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35개국의 총 183척
(호위함 97척, 구축함 38척, 초계함 43척)의 제원과 성능을 축
적하였다. 이후에는 차기 한국형 호위함의 제원과 성능을 도출
된 요구사항의 항목과 범위에 실제 입력하였고 정상적으로 유
사 함정 무기체계가 사용자에게 추천되고 비용분석 전산모델
과 연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SEER CostIQ가 비용분석 전산모델인 SEER-H
와 연동되어 사용자에게 해당 함정 무기체계 사업/체계 정보,
비용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개발비용, 생산비용, 운영
유지비용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사례기반추론모델을 활
용하여 국방기획관리제도 내에서 사용자에게 유사 체계의 정
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수명주기비용을 분석하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연구에는 실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협업하
여 무기체계별 도메인을 개발하고 사례기반추론모델 적용 가
능성에 관한 검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6 / 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 제3권 제4호(2021년 12월)

Management Institute. S. Korea, pp. 74-96, 2011.
[3] S. Lee, W. Chang, “A Study on Deduce Components
of the Public Library Cul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50, Issue. 4, pp. 97-120,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