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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my, Navy, and Air Force are currently making various efforts to apply defense IoT technology by reflecting the character-
istics of each military. However, there are concerns that comprehensive collection, management, and analysis may be limited 
because each military has no overlapping system or guaranteed interoperability of data, and there are inefficient aspects in terms 
of using and investing a limited defense budget. In this study, evaluation items and priorities for pilot projects were selected 
by applying Delphi technique and AHP method to determine which projects are preferentially effective when commonly applied 
in terms of Army, Navy, and Air for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roject basis and driving force, project feasibility, performance 
and ripple effect, redundancy and connection were identified in the order of IoT-based small detachment units and unmanned 
base construction, intelligent smart unit, smart ground ammunition depot, and smart training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results reflecting the weights of each evaluation item, the fact that small detachment units and unmanned 
base construction project are recognized as the first project to be applied to the Army, Navy, and Air Force is a valid approach 
to be effective while each military is burdened with personnel management because of the reduction of manpower. Through 
the research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e direction of application to the policy of the defense IoT project can be confirmed 
in terms of efficient use of limited bud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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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육․해․공군은 재 병력, 총기, 탄약 등 리체계에 
상용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 사물인터넷(IoT)을 
용하고 있으며 국방 IoT 역은 병 생활 안 사고 

방에서 군사력 강화분야로 차 확 하여 용하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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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고 있다. 국방 IoT 기술의 경우 네트워크 기반 무기
체계와 디바이스 운 , 데이터 수집, 제어  .활용을 
한 통합 랫폼의 필수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공

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타 4차 산업 명 핵심기

술을 용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방 IoT
는 병력, 물자, 시설, 수송, 교육 등과 련된 국방자원
리, 무기체계, 지휘통제 통신체제와 연계된 국방 장

리의 지능화를 해 높은 활용도가 기 된다[17].
국방 IoT 기술은 각 군별로 다양하게 용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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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경우 총기, 탄약 등 자원 리체계에 용되어 총

기함 개폐통제, 총기 입․출고, 탄약고 개폐통제, 탄종, 
수량, 입․출고 리 등 총기나 탄약에 진동센서를 부착
해 물체 치, 거리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는 
스마트 기기나 PC로 확인하여 조회하고 있다. 해군은 팔
형 센서를 군인이 착용토록 하여 병력을 리하고 병

생활을 넘어 군사특기별 부  배치 황, 휴가, 외박
리 등 인사 리 업무에 용하고 있다. 한 공군은 교육

훈련 자재나 각종 군수 품목에도 센서를 부착해 리하

고 훈련 장소에 센서를 부착한 드론을 배치해 상정보 

수집 등 역에서 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 군의 특성을 반 하여 국방 IoT 기술을 

용하기 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 군은 공

통 용이 가능한 부분에 해서도 각 군별로 진행하여 

복된 체계를 구축하거나 IoT 기술에서 생산된 데이터
의 상호운 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국방 데이터라는 

측면에서 종합  수집, 리, 분석이 제한될 우려가 존재
한다[25]. 한 체계 인 국방 IoT 사업 추진  산 
복 투자를 개선하기 하여 군 공통 서비스에 한 정

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1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문헌 연구  재 진행되

고 있는 각 군 시범사업과 장차 진행할 IoT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국방 IoT의 사업화 분야를 식별, 체계화하고 어떤 
분야가 육․해․공군에 공통 용되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 분야인지를 악하기 해 우선순 를 선정하고

자 하 다. 분석과정에서 델 이 기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이용하여 IoT 문가  실무자, 
정책참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분석하 다. 
본 연구는 2장에서 이론  배경으로 국방 IoT사업과 
련된 육․해․공군의 용실태에 해 살펴보고 델

이기법과 AHP방법에 해 확인한다. 이어 3장에서는 연
구모형과 방법에 해 소개하고 4장에서는 분석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해 제시하고 확인된 내용에 한 

역별 분석결과를 제시한 뒤 마지막으로 결론  추후 

연구방향에 해 확인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국방 IoT 관련 기존연구  

군은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구축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경 을 효율화하

고 병 문화를 신하며 력을 강화시키는 등 스마트 

국방을 실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20]. 
이와 같은 국방 IoT 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Han and 

Park[5]은 IoT 센서를 연결하여 국방정보통신망에 용하
는 사이버보안에 해 연구하면서 국방망과 을 최소화

한 IoT 통합 독립 네트워크 효율  연동설계 방안을 제시하

고 Kum et al.[18]은 국방 IoT 데이터의 임무 요도를 
고려한 신뢰보장 다  경로 라우  로토콜을 제시하 다. 
Kim[12]은 사이버 공격에 비한 국방 IoT아키텍처 설계를 
제시하 고 Kim[16]은 국방 IoT 용 가능한 안 한 키 

리기법을 제시하 다. Jang and Lee[7]는 사이버 공간 작
수행을 한 국방 IoT 기술소요에 해 제시하 다. 

Lee[23]는 국내․외 변화에 응하는 군 경계 시스템에 
하여 국방 IoT 기술 용을 제시하 고 Jang[6]은 군 수송작
시 군집주행 용에 한 국방 IoT 기술의 소요에 해 
연구하 다. Lee[22]는 유비쿼터스 기술의 용분야로서 국
방 IoT 기술에 해 연구하 고 Son et al.[32]은 스마트 
보안기술 분야에서 국방응용에 한 연구를 제시하면서 국

방 IoT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Park and Kang[27]은 
미래 C4I 체계 리 용방안 연구에서 IoT 기술 필요성을 
제시하 고 Na[27]는 군정보체계 통합을 한 국방 IoT 기
술의 요성을 강조하 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IoT의 용 필요성  응용에 

해 강조하고 있으나 개별  역에서 요성을 강조할 

뿐 육․해․공군에 공통 용 가능한 사업 역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동일한 사업내용에 해 육․
해․공군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산 사용

의 복성과 비효율성이 확인되었고 각 군간에 교류가 

없는 실정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효율  산집행은 필요

한 상태이다. 국방 IoT 사업의 공통 용은 산의 효율
 사용과 실질  국방 IoT정책을 수립하기 해 군에 
공통 용할 수 있는 사업 우선순   방향 설정 연구

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평가항목 련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Yang[33]은 IoT 

국방분야 용기술 황  망에서 감시체계 기술, 통
신망 기술, 정보보호기술, M&S기술에 한 평가가 필요
하다 강조하 으며 Lee and Baek[24]은 IT사업 성과측정
과 련하여 계획수립의 정성, 성과계획의 타당성, 
산과 기간, 경제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 다. Kwon 
et al.[19]은 국방정보화 평가  리측면에서 정책 이행
여부, 실   성과 검, 사업타당성, 성과목표와 계획의 
성, 험 리, 운 단계에서의 사업성과 등을 평가

내용으로 제시하 다. 하지만 국방 IoT 사업에 련한 

평가항목에 련된 기존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추가 으로 해외 국방 IoT 련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Bansal et al.[2]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국방 IoT 용을 한 

자산가시성의 요성을 강조하 고 Zielinski et al.[35]은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사물인터넷의 군사  응용을 통해 

정보획득과 상황인식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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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 Contents

Army

 IoT-based small detachment units and unmanned base construction

Smart Trainers Management System
Smart Weapons and Ammo. Management System

Mobile Food Supply Management System
Intelligent Management System for Unmanned Sites

Vehicle Location Tracking System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Big Data

Air
Forces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Facilities
Oil Inventory Management Automation System

Smart Streetlight System
Remote Monitoring System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Facilities
Vehicle Location/Status Monitoring System

Intelligent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System
Smart Water Management System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 of Indoor Air

Navy

Smart Command System for Combat Ships
Smart Ship Wireless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for Measurement of IoT Pier

Smart Air Base Wireless Network Business
Communication Facility Management System Using IoT 

Smart Logistics Center

Condition-based Maintenance System Based on Trap Sensor System

Oil Automation Management System
Building a Smart Ground Ammunition Depot

Maintenance Education System Using IoT Technology
Remote Maintenance Support System

Marine

Intelligent Smart Troops
IoT-based Wireless Fire Demonstration Project

Smart Education and Training Corps
Smart Military Service System Based on Big Data

<Table 1> Pilot Projects by Each Military Forces

시하 다. Matthias et al.[26]은 무인항공기(UAV)를 이용
하여 이동성, 민첩성 등 측면에서 국방 IoT사업의 효율
인 구  가능성을 제시하 고 Barker et al.[3]은 국방 IoT 
용에 있어 다양한 기종간의 정보교환  도청에 한 

보안측면에서 군에 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메시지 구

성방식을 제안하 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IoT기술을 국방
분야에 용하기 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육․

해․공군에 공통으로 국방 IoT를 용하는 연구는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국방 IoT가 적용된 기존 군 시범사업

각 군별로 미래 군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해 국방 

IoT기술은 핵심 역할로 연결 네트워크에 다양한 노력
을 시도하고 있고[13] 재 진행 인 각 군 추진 황은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 IoT를 이용하여 추진 인 사업은 첫 번째, 투

비 차원의 안 리 체제 구축이며 두 번째, 스마트 작
지속지원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

데이터, AI 기술까지 융합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8]. 
하지만 스마트부 , 탄약, 무인기지 등 육․해․공군이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하며 각 군별 독

자 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입
장에서 공통 으로 용될 수 있는 국방 IoT 사업이 존
재하지만 각 군별 개별 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산측면

에서 비효율 임을 추정할 수 있다. 

2.3 델파이 기법  

델 이 기법은 문가를 상으로 반복 인 피드백을 

통한 의견도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사방법으로 반복, 
익명성, 합의, 통계  표  등의 특징으로 공간의 제약없

이 문가 집단을 참여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의견 교환을 

가능  하여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다[9]. 
델 이 기법 1단계는 사 비로 조사 주제의 설정, 
문가 선정, 체  설문조사의 과정설계를 용한다. 2
단계는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로 설문지를 작성

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다음 설문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3단계는 평가  정리로 조
사를 통한 결과를 정리  평가하고 최종결과 작성하는 

단계이다. 델 이 기법의 신뢰도 측면에서 측정하려는 

상을 일 성있게 안정 으로 측정하 느냐를 확인하

기 해 다항목 변수들의 내  일 성 검토에 해 사용

되는 크론바하 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활
용할 수 있으며 실제 용에 있어 크론바하 계수값이 

0.6 이상이면 신뢰도를 충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4]. 
타당도 측면에서는 측정하려는 상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 느냐에 해 식 (1)과 같은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을 활용한다[1].

 





  



(1)

는 합함으로 응답한 패 의 수를 말하며 은 

체 델 이 패  인원을 의미한다. CVR 값은 0∼1을 나
타나게 되는데 유의수  0.05 수 에서 <Table 2>와 같
이 인원수에 따른 최소 CVR값 이상을 가지면 타당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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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participants 5 8 10 13 14 20 25 30 35 40

minimum 
value of CVR .99 .75 .62 .54 .51 .42 .37 .33 .31 .29

<Table 2> Minimum CVR Value by Delphi Participants 

2.4 계층적 분석법(AHP)

AHP 방법은 Saaty에 의해 의사결정 문제를 표 하고 

안에 한 선호도 평가모형을 해 계층을 사용하는 

다기  의사결정모델로 개발되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

어 왔다[30]. 특히 다양한 평가요소에 해 요도와 
안의 선호도를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결정요소의 속

성과 측정척도가 다양한 문제에 용되어 선택할 수 있

는 여러 안을 체계 으로 순 화 시켜서 직 으로 

안들 사이의 선택 문제에 한 의사결정에 용되어 

왔다[28]. 비교는 n개의 평가항목에 해 식 (2)와 
같은 정방행렬이 구성된다. 

 











    

    

    

 
    

(2)

참여자가 논리  일 성을 유지하 는지가 요하며 

평가자의 단 오류에 한 일 성 결여를 확인하기 

해서 일 성 지수(Consistency Index)를 <Table 3>의 임
의지수(Random Index)로 나 어 도출되는 일 성 비율

(Consistency Ratio)을 활용하고 C.R.값은 식 (3), (4)에 의
해 계산된다[10]. 

     


×  (3)

 

  
(4)

일 성 비율 값이 0.1 보다 작을 때 합리  일 성을 

가진다고 단하고 0.2 이내이면 용납할 수 있는 수치로, 
0.2 이상의 값을 가질 경우 일 성 부족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14]. 

number of 
attributes 3 4 5 6 7 8 10

R.I. 0.52 0.89 1.11 1.25 1.35 1.40 1.49

<Table 3> R.I. Value Based on Number of Attributes

3. 연구모형 및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 용된 모형의 첫 번째 단계는 문헌  자

료 조사를 통한 비 평가항목 구성이다. 국방 IoT 평가
항목과 련한 연구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후보군 선정에 있어 최 한 자유로운 

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델 이 기법을 활용한 

개방형 설문으로 진행하 다. 두 번째는 재 진행  사
업과 계획 사업을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1, 2차 설문지
를 통해 공통 용해야 할 시범사업을 도출하 다. 세 번
째는 AHP 방법의 용으로 최종 도출된 구조화된 평가 
틀을 바탕으로 각 사업들의 상  요도  우선순

를 분석하 다. 

3.2 연구방법: 델파이(전문가 선정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을 해 아래 기 을 두고 최소 1개 조건을 
충족하는 문가를 선정하 다. 기 에 부합하는 문가 

21명으로 진행하 으며 <Table 4>와 같이 1, 2차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집, 분석하 고 자료수집은 이메일  직

 방문으로 실시하 다. 
① 국방 IoT 분야의 2년 이상 실무경력 종사자  국
방부, 각 군 본부 등 정책분야 직 자 

② 민간 IoT 컨설  는 실무 경험이 있는 IoT 역 

실무 3년 이상 근무자 

③ IoT 분야 련 연구실  가진 교수, 연구원 

Classification
Sampling 
Target

Actual Number of 
Respondents

First Second

working level in the IoT 
field of defense for more 

than 2 years
9 6 5

working level in the IoT 
field of civilian

 for more than 3 years
6 4 4

professors and researcher 
with results related to IoT 

field
6 4 4

Sum 21 14 13

<Table 4> Delphi Survey Respondents Classification 

1차 델 이 조사 응답자 수는 14명, 2차 응답자는 13
명이며 해당하는 CVR 권장 최소값은 0.51과 0.54로 이
와 동일한 기 값을 설정하 다. 그 이상의 CVR 값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항목의 타당도가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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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2차 설문  최종평가 내용에서 제외하 다[11]. 
설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확인되는 것처

럼 1, 2차 델 이 기법을 통해 각 항목에 한 상  2개 
세부지표와 타당도 측면에서 4.5 이상 결과값을 보인 항
목을 심으로 용하 다. 최종 선정된 평가항목으로 
사업간 복  연계 가능성에 한 응답이 상 으로 

높게 확인되었고 사업추진 근거  원동력,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의 성과  효과 순으로 확인되었다. 신
뢰도 분석을 해 크론바하 를 이용하여 항목 간의 내

일치도를 확인하여 기본 으로 모든 항목이 0.75 이상
을 넘어 신뢰할 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31]. 

Category
Evaluation

index

Validity Cron
bach Ave. S.D. CVR

Rationale & 
driving force 

Consistency with mid 
to long term plans 4.73 0.45 1.00

0.92
The will of promotion 

department 4.67 0.63 1.00

Feasibility

Clarity of objectives 
and feasibility of 

achievement
4.60 0.48 0.87

0.89Appropriateness of 
budget size 4.54 0.81 1.00

Appropriateness of 
project contents 4.67 0.53 1.00

Performance & 
ripple effects 

Ripple effect of 
science and tech. 4.41 0.50 1.00

0.76
Ripple effect of 

Economic 4.27 0.50 0.73

Redundancy & 
connectivity

Redundancy 4.80 0.48 1.00
0.82

Possibility of linkage 4.67 0.41 1.00

<Table 5> Delphi Analysis Results

Note: Ave. : Average S.D. : Standard Deviation CVR : Content Validity 
Ratio

3.3 연구방법: AHP (시범사업 분석)

AHP 방법은 <Figure 1>과 같이 용하 다. 공정성과 
문성 확보를 해 델 이 조사에 참여했던 문가 14
명을 상으로 AHP를 실시하 다. 분석과정에서 일 성 

지수(C.I.)는 0.1 이하를 기 으로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

는 결과값에 한 합리  일 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비교를 해 델 이 기법을 통해 확인된 평가항

목 4개(사업추진 근거  원동력, 타당성, 성과  
효과, 연계가능성)를 기 으로 각 군에서 진행 이거나 

계획 시범사업을 상으로 설문자에게 군 공통 용 

가능한 사업 5개를 선정하여 <Table 6>과 같이 결과를 
종합하 다.

<Figure 1> AHP Procedures of Research Model

<Table 6> Results of Common Applicable Projects 

Items of projects
Num. of 

response
Final
result

Smart Trainee Management System 7 O
 Intelligent Smart Units Based on IoT 6 O
 IoT-based small detachment units and

unmanned base construction 11 O

Smart Factory Based on Advanced Tech. 4
Condition-based Maintenance System Based on 

Sensor System 2

Vehicle Location and Status Monitoring System 
Based on IoT 2

Smart Logistics Center 8 O
Oil Automation Management System 4

Smart Ground Ammunition Depot 9 O
Remote Maintenance, Remote Recovery and Tele

- medicine System 2

Facili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IoT 3
Construction of Weather Information Network 

Based on IoT 1

Remote Control and Video Transmission System 
Based on IoT 2

Smart Campus Based on IoT 2
Personnel Management System Using IoT 2

Wireless Fire Monitoring and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Based on IoT 2

Remote Maintenance Education System Based on
IoT 1

Smart Water Management and Streetlamp 
Management System 1

선정된 5개 사업에 한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훈
련병 리체계는 훈련병에게 지 되는 손목시계 모양의 

스마트 M 밴드를 통해 맥박, 체온 등의 생체정보를 실시
간 측정해 상황실에 송하고 훈련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기치 않은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 자살사고 등을 
방하는데 그 목 이 있고 스마트물류센터는 단순 물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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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of projects

Evaluation Criteria (Rank) Importance of 
IoT

project
(weighted sum)

Rank
of IoT
project

Rationale & 
driving forces

Feasibility
Performance 
& riffle effects

Redundancy 
& connectivity

Weights of evaluation criteria 0.113 (4) 0.245 (3) 0.288 (2) 0.354 (1)
Smart Trainee Management System 0.163 (3) 0.174 (4) 0.173 (4) 0.155 (4) 0.166 5

 Intelligent Smart Units Based on IoT 0.101 (5) 0.226 (2) 0.287 (1) 0.223 (3) 0.228 2
IoT-based small detachment units and

 unmanned base construction 0.286 (2) 0.274 (1) 0.208 (2) 0.243 (2) 0.245 1

Smart Logistics Center 0.292 (1) 0.224 (3) 0.175 (3) 0.125 (5) 0.183 3
Smart Ground Ammunition Depot 0.158 (4) 0.102 (5) 0.157 (5) 0.254 (1) 0.178 4

<Table 7> Analysis Results of Priority Application of Defense IoT Projects through AHP

무 처리를 다양한 IT기술을 목하여 정확한 수요  재
고 측 등 입출고 상태에 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물류비용 감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 IoT를 용한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에 해 원

격으로 시설  장비를 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기지 

운 목 을 달성하고 비용 감에 한 목표를 가지고 추

진하고 있으며 지능형 스마트 부  구축은 AI, 빅데이터, 
AR/VR, 5G 등의 국방 IoT 기술이 경계감시, 병력 리, 
군수시설 제, 차량 리 등의 부  운 에 해 IoT 기
술의 종합  형태가 반 되어 추진 에 있다. 한 스마

트 지상형 탄약고는 탄약 장 리체계를 용하고 자율

운행 로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온도, 습도 등 
원격제어, 출입문 원격개폐 등 탄약 장 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비교 상으로 상  5개만 선정한 이유는 첫 번

째, 제한된 산 범  내에서 즉시 가능한 실 성 있는 

사업 상을 확인하기 해서이고 두 번째, 설문 상자
의 단범 가 넓어질 경우, 논리  일 성이 상실 될 수 

있어 한 수 의 범 를 설정하는 것이 요하기 때

문이다[34]. 델 이 기법을 통해 4개 평가항목을 선정하
고 5개의 시범사업 리스트를 선정하여 <Figure 2>와 
같이 AHP 방법을 용하 다.

<Figure 2> AHP Model Hierarchy Structure

4. AHP 평가결과 및 분석

4.1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산정결과 

국방 IoT 사업 선정에 해 델 이 기법을 통해 확인된 

4개 평가항목의 상  가 치를 선정하기 해 AHP방법
을 용하 다. 분석을 통해 모든 개별항목의 C.I.값이 0.1 
이하를 만족한 상태에서 상  가 치 결과를 <Table 6>과 
같이 확인하 다. 평가항목의 상  가 치 측면에서 사업

간 복  연계가능성 (0.354)의 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사업성과  효과 (0.288), 사업내용 타당성
(0.245), 사업 추진근거  원동력 (0.113) 순으로 상  

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간 복  연계 가능성에 한 평가항목이 높게 

확인된 이유는 국방 IoT 기술을 용한 시범사업을 재 
각군이 경쟁 으로 각기 다른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

하면서 복 부분에 한 불필요한 산 투자의 문제  

인식과 상호연계가 가능하지만 실질 으로 미흡했던 

에 한 련인원들의 공감  형성이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4.2 공통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우선순위 결과

육․해․공군에 공통 용 측면에서 우선 으로 용해

야 할 각 평가항목별 국방 IoT 시범사업 결과는 <Table 7>과 
같이 확인된다. 
첫 번째, 사업근거  원동력 측면에서 우선 용해야 

할 사업은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0.292)이 확인되고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 훈련병 리체계, 지상형 탄약
고, 지능형 부  구축 순으로 확인된다. 스마트 물류센터
가 사업근거  원동력 측면에서 높게 확인된 이유는 각 

군 모두 물류센터를 개별 으로 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국방 IoT 기술이 필수 으로 용되어야 하는 

실  이유가 반 된 것으로 단된다. 한 지속  추진 

필요성에 한 각군 실무자의 공감  형성과 각군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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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의지가 높다는 에서 요도가 높게 반 된 것

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0.274)을 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스
마트부 , 물류센터, 훈련병 리체계, 지상형 탄약고 순
으로 확인된다.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이 높게 인식

된 이유는 각 군이 재 소 견지  무인기지를 많이 

운 하고 있어 소 견지  무인기지로 인한 인력  부

리 측면에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각 군은 소 견지  무인기지 사업의 필요성

을 타당성 측면에서 공감하고 있으며 시범 으로 용하

는데 비교  소규모 사업으로 용 가능하여 산투입이 

상 으로 다는 부분과 비교  단기간 내 명확한 사

업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세 번째, 성과  효과 측면

에서 지능형 스마트 부  구축 (0.287)이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 물류센터, 훈련병 
리체계, 지상형 탄약고 순으로 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과  효과 측면에서 지능형 

스마트 부  구축이 높게 인식된 이유는 성공  시범사

업을 통해서 련된 효과가 군 내부에서 기술 , 경
제 , 문화  측면까지 타 역으로 크게 될 것으로 

인식되고 동일한 부  유형을 많이 운 하는 군 형태의 

특성상 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네 번째, 복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스마트 지상

형 탄약고(0.254)가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 지능형 부  구축, 훈련병 리체계, 물
류센터 순으로 확인된다. 스마트 지상형 탄약고가 복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높게 인식된 이유는 최근 군에

서 발생하고 있는 탄약 련 안 사고로 인해 탄약 리 

요성이 부각된 부분과 육․해․공군의 탄약 상호운용

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 공통 으로 사용될 수 있고 각 

군의 탄약고 시스템이 지상형으로 동일하게 용하고 있

어 육․해․공군의 연계 가능성 측면이 높게 반 된 것

으로 단된다. 
각 평가항목에 따른 우선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

다는 것은 각 평가기 에 따라 시범사업들이 가지는 고

유의 특별한 요성이 존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한된 

산의 효율  집행을 해 우선 으로 용할 사업을 

식별하는 것이 실무 인 측면에서 요한 내용일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평가항목별 문가 의견을 수렴
한 가 치를 반 한 종합결과를 확인해 보면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사업에 한 부분(0.245)이 가장 높게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 

사업이 우선 으로 육․해․공군에 용해야 할 사업으

로 인식된 것은 군에서 용하는 사업방식이 시범을 통

해 소규모로 우선 으로 용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성공하 을 경우 단계  확 하는 방식을 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실  가능성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는 근이

라고 단된다. 한 육․해․공군에서 국방 IoT 기술을 
용하고 있는 목 이 과학화된 군 투력 건설이라는 

측면과 군 구조 개편  인력감축으로 인해 효율성을 달

성하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많은 인력  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소 견지  무인기지에 한 개선의 필요

성을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추가 으로 소 견지  무인기지 건설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산 투입규모  성과 달성, 효과, 
복성 측면 등 평가항목에서 균등하게 높은 수를 보이

고 있다는 도 시범사업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  가능한 측면에서 소 견지  무

인기지 구축은 재 상용화 기술로 충분히 용 가능하

며 재 군에서 운 하고 있는 소 견지  무인기지는 

각 군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시스템을 용하고 있고 병

력 감이라는 실  문제를 각 군에서 많은 부분 공감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 공통 으로 용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단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첫째, 델 이 기법을 활용하여 군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국방 IoT 사업에 한 평가항목을 
분석, 추출하 고 둘째, AHP 방법을 용하여 평가항목 
 공통으로 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에 한 요도  

우선순 를 확인하 다. 
분석결과, 평가항목으로서 사업근거  원동력, 사업 

타당성, 성과  효과, 복  연계성 등이 선정되

었고 AHP를 통한 가 치 선정결과, 복  연계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육․

해․공군에서 재 진행  시범사업과 계획  시범사

업을 포함한 후보군 리스트를 작성하고 설문 상자를 

통해 선정된 시범사업 목록은 스마트 훈련병 리체계, 
지능형 스마트 부 구축,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 스
마트 물류센터, 스마트 지상형 탄약고 등 상  5개가 확
인되었다. 
선정된 5개 사업목록에 해 AHP 방법을 용하여 각

각의 요도  우선순 를 선정하 고 연구모형을 통해 

용한 결과, 우선 으로 고려할 만한 시범사업으로 IoT 
기반의 소 견지  무인기지 구축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방부 측면에서 산의 비효율  사용을 개선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있는 근방법이 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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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인 측면에서 우선 고려 될 만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국방 IoT 사업은 앞으로 군의 과학화  기술화 용 

측면에서 반드시 용해야 할 분야이고 재 많은 심

과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산을 가지고 최  효과를 확인해야 하

는 군의 효율성 측면에서 산의 복투자  상호운

성 미흡이라는 을 극복하기 해 육․해․공군에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는 우선  시범사업을 확인하는 것

은 의미있는 연구 방향이고 정책  결정 측면에서 방향

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연구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문가 14명 수 의 의

견을 수렴하 지만 국방부 차원에서 주도가 되어 설문 

상자 확 를 통한 연구결과를 산출한다면 더 많은 인원의 

공감 가 형성된 상태에서 정책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더 의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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