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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상업구매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개량사업에서 시스템공학 

기반의 프로세스 개선

신세경1, 이재천2*

1방위사업청, 2아주대학교 시스템공학과  

On the Process Improvement for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in Weapon Systems Acquisition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Method

Se-Kyoung Shin1, Jae-Chon Lee2*

1PMO, DAPA
2Dept. of Systems Engineering, Ajou University

요  약  본 경쟁력 있는 국방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무기체계의 지속 인 양산도 요하지만 유지보수  성능개량 한 

요한 요소로 인식되게 되었다. 방 사업청의 주도로 국내 국방획득사업이 시스템공학을 기반으로 차 과학화로 진 되면

서, 무기체계획득에서 신연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성능개량사업에 해서도 효율  리에 심이 집 되게 되었다. 한편 
국외상업구매는 국내 국방획득사업 형태의 하나로서, 지 까지 단순 구매사업으로 취 되어 왔는데, 특히 개조·개발이 필요
한 경우 문제 이 많이 있음이 인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사업에 해서도 연구개발 수 의 로세스를 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련 개선 로세스를 연구하 다. 구체 으

로 개조·개발단계 획득 로세스를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정립하고, 요구문서 작성 로세스와 템 릿을 도출하 다.  제안
된 로세스와 템 릿의 용을 통해 국외상업구매를 통한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에서 개조·개발에 한 정확한 요구분석
과 효율  사업수행  사업목표 달성에 한 신뢰도 향상이 기 된다.

Abstract  It has been recognized that in keeping the national defense capability on a leading edge, not only the 
continued production of weapon systems but also the associated maintenance and upgrades are becoming the subjects 
of great importance.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process, the domestic acquisition programs for weapons systems
led by DAPA have made some advancement where both new systems development and systems upgrade have 
attracted attention. On the other hand, as a useful type of domestic acquisition the foreign purchase program has been
conceived as a process of simply buying needed weapons from abroad. Therefore, if some degree of development 
is necessary in system upgrades by foreign purchase, many problems turned out to exist. To study a remedy i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The issues are analyzed first and then a relevant process is proposed based on a systems 
engineering method. Also included in the improved process is on how to generate a requirement document and the 
corresponding template to meet the goals of the upgrades by development. By applying the proposed process and 
template in th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derivation of more appropriate requirements can be expected, 
thereby offering effective management of programs and target goals.

Keywords : Defens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국방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 OCD(운용개념서), 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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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s of Upgrade Programs
Types of Upgrade Programs Characteristics (When applying) The form of Programs

Planned 
Improvements

evolutionary acquisition

- Of rapid technological progress
- This can satisfy all the requirements of users until key 

components of the overall system performance and 
expand the evolution

- C4ISR Programs

P3I (Pre-Planned 
Product Improvement)

- The part of the system requirements within the required 
schedule of requirement has been confirmed, but the 
restraints not be achieved when

- That is being carried out 
some of the development 
Program

Open Systems - For being unprepared for the future when they are not 
yet available, the request of the terms of technology

- Technology development 
was a hard nut

Change in the 
design or 
production

ECPs (Engineering 
Change Proposals)

- Engineering change proposal through the system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Phase Change

- Change for design and 
production Programs

block
change before 

deployment

- The configuration management activities through the 
Change before Deployment

- Change Programs Before 
Deployment

Placement with the 
system 
Product 

improvement

Major Rebuild
- When it is necessary to improvement of the stark 

contrast to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 In the case of life extension

- A Program deal has 
dramatically changed 
performance

PPI (Post-Production 
Improvement)

- common system improvement
- Properties of Deteriorated the maintenance of a system 

if necessary

- 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s

1. 서론

국방획득 분야는 '06년 방 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폐

쇄  구조에서 차 사회 개방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한, 장은 차 인력 심에서 무기체계 심으로, 수
동에서 자동화 체계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무기로 
변화해 가고 있는 실이다. 따라서 이제 국방획득업무
는 어느 때 보다도 요하고 진화 으로 발 해 가야할 

시  소명을 안고 있다.
많은 무기체계가 생겨날수록 지속 인 양산도 요하

지만 무기체계의 유지/보수  성능개량 한 요한 분
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 과학화 군이 되어
가면서 이제 성능개량은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되어졌다. 
그러나 비교  복잡한 연구개발 사업 분야의 경우 시스

템공학(System Engineering)과 과학  사업 리로 

EVMS(사업성과 리제도), CAIV(목표비용 리제도) 
등의 연구논문과 사례 등이 차 늘어나는 반면 구매사

업의 경우 단순 로세스로 취 하여 연구논문이나 사례 

용 등의 노력이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한 성능개량 사업은 이러한 연구개발과 구매 모든 

것을 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구매는 부분이 성

능보강 형태로 되어져 연구개발의 일부 로세스로 용

받고 있다. 그러나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 단순 로세스

로 취 하여 이러한 SE나 과학  사업 리 기법(EVMS, 

CAIV)의 용사례가 고 단순히 구매나 임차의 개념
으로 단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조·개발이 수
반되는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개조·개발 단계에 어들
어 장착 시에는 이제까지 생각했던 단순 로세스가 아

닌 연구개발이 목되어 진다. 따라서 업체의 개발되어
진 상용품의 구입은 구매라 할 수 있으나 개조·개발 사업
을 한 개조장착과 개발은 연구개발의 차로 용되어

져야 한다.
참고문헌 [1]에서 이러한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방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사업간 요구의 요성에 따른 소

요/기획단계  개조·개발단계 개선 로세스가 논의되
었으나 추가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조
 더 구체 으로 시스템공학 기반으로 근하여 개조·
개발 무기체계 성능개량사업에서 필요한 요구문서

(OCD, ORD) 템 릿과 개조·개발단계 개선 로세스를 
개정된 최신규정을 반 하여 개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논문

작성 배경을 제시하고 2장에서는 성능개량의 략  유

형  문제 을 분석하 다. 3장에서는 요구문서의 활용
을 통한 성능개량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4장에서
는 개선방안을 반 하는 로세스 도출을 한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 다. 5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개선된 
로세스의 용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  요약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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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능개량의 전략적 유형 및 문제점 

분석

2.1 성능개량의 전략적 유형 및 국방분야 적용

실태

성능개량의 략  유형은 [표 1]에서 보는 와 같이 
 수명주기 에서 계획된 성능개량, 설계 는 생산 
단계에서의 변경, 배치된 시스템의 업그 이드로 분류된

다.[2]
국방획득 분야의 무기체계 성능개량사업은 국방 력

업무발 업무훈령[3]에 의거 “ 력화되어 배치되었거나, 
양산 인 무기체계  장비의 성능  품질향상, 수명연
장 등을 하여 성능개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 개념

이 히 변경되거나, 한 작 운용성능 변경  장

비수명연장 등의 경우에는 신규무기체계 획득 차에 

하여 추진하며, 력화 배치 는 양산 인 력의 운
개념이나 작 운용성능에 한 변경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기능 향상을 한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추진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
방획득 분야의 경우도 앞의 성능개량의 략  유형에서 

본 것처럼 훈령 91조 제7항에 계획성능개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1∼3항에는 설계 는 생산에서의 변경, 
배치된 시스템의 성능개량을 각각 명시 하고 있다.

Table 2. ROK MND Instructions on Upgrade 
          Programs[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성능개량의 략  유형은 

배치된 시스템의 성능개량  주요개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2.2 국방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사업의 문제

점 및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2.2.1 사례분석

00성능개량사업은 이다  측장비를 장착하여 

주·야간 고도 상에서의 비행능력을 신장시키고, 외

선 유도 미사일의 회피가 가능한 회피장비 등을 장착하

여 생존성을 강화하기 한 사업이다. '07년 소요결정 되
어 선행연구를 진행  '09년 사업추진방법  구매계획
을 결정하여 '10년도 최  착수되었으며 제안서 평가결

과 보호장비(00)를 업체에서 제안하지 못하여 사업이 유
찰되었다. 이후 상장비 5종  장비를 제안하지 못한 
보호장비(00) 1종을 분리하여 4종은 1차 사업으로 보호
장비(00)는 2차 사업으로 분리추진 하게 되었다. 이후, 
00성능개량 1차 사업(장비 4종)이 국외 상업구매 차에 
따라 진행 인 상태이다.
본사업의 최  요구 시 장비 5종은 각각의 개별성능

만 충족토록 ROC상 제시되어 있었으나 사업추진 략 

확정이후 제안요청서(RFP) 작성 간 통합성능을 요구하
는 임무컴퓨터(MC: Mission Computer)를 추가제안 함
으로써 기술 ·부수  성능 수정에 따라 사업일정은 지

연되었으며, 임무컴퓨터가 포함됨으로써 임무컴퓨터 자
체뿐만 아니라 수반되어지는 다기능칼라디스 이

(MFCD: Multi Function Color Display) 사양이 변경되
는 등 사업범 의 확 와 산증가를 래하 다.

Table 3. Equipment List of ○○ Upgrade Program

Sortation Before After

Equipment

Navigation equipment 1 Navigation equipment 1
Navigation equipment 2 Navigation equipment 2

Protective equipment Protective equipment
Communication equipment Communication equipment

Delivery equipment Delivery equipment
- Mission Computer

 *Each individual exerted power 
equipment subject

⦁Additional mission 
  computer
* Give full play system 

integration capability

 [표 3] 에서 보는바와 같이 임무컴퓨터의 추가요구
는 단순 임무컴퓨터만이 아닌 아래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동되어지는 장비별 연동개념에 따라 수반되

어지는 여러 가지 사양변경 등을 가져와 사업의 범 의 

확 와 산의 증가를 래했다. 이러한 요구의 불확실
성은 우리 군의 성능 심의 ROC 제시로 인한 것으로 이
로 인하여 정확한 무기체계 임무와 기능충족 여부를 

단하기에 제한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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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ocess of ROK Defens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4]

Fig. 1. System Block Diagram of ○○ Upgrade 
        Program(After Change

2.2.2 문제점 및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첫째,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군/합참의 추상 이고 

성능 심의 ROC 제시로 획득 무기체계의 구체  요구

사항과 시스템 기능 식별이 제한되고 있다.
상세히 설명하면 ROC의 기술내용이 무 추상 이

고 임무와 기능 수행이 요구되는 능력보다는 성능 주로 

기술되고 있다.  성능 심의 ROC는 앞  에서 “00 성
능개량사업”의 시에서 본 바와 같이 성능개량 장비 5
종이 각각 단일체계(Stand Alone System)로 검토되었으
나, 사업추진 략 확정이후 제안요청서(RFP) 작성간 소
요군 요구로 임무컴퓨터(MC) 등 보조장비 추가로 인해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 개념으로 변경하여 사업
이 추진됨으로써 수반되는 기술 ·부수  성능의 수정과 

일정  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즉, 이러한 성능 심의 

ROC는 요구사항의 구체  도출과 요구사항 문서(OCD, 
ORD)의 작성 등으로 보완되어져야 하나  실태는 그
지 못한 실정이다. 한, 국내 국방획득사업에 있어 요
구사항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재 소요요청기 은 략

에서부터 비롯된 합동개념서를 근간으로 작 운용능력 

는 작 운용성능을 포함하여 소요를 요청하고 있으나, 
운용개념서와 운용요구서에 한 정립이 되어있지 않으

며 소요요청에 한 명확한 이해와 업무의 수행을 한 

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공학 기 활동에 필

요한 시스템차원의 세부 인 요구사항의 도출에 제한이 

있다.
둘째, 개조/개발단계에서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

구매 성능개량사업의 명확한 로세스 미 정립으로 인해 

기술검토활동 등의 구체화가 미흡하다.
상세히 설명하면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구매 성

능개량사업의 경우 아래 [표 4] 의 국외상업구매 로세
스에서 보는바와 같이 기종결정 이후 력화간 업체주  

개조·개발 진행에 따라 사업 험부담  력화 지연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 국외구매 성능개량사업의 개조·개발단계 로
세스에 한 방 사업 련규정이 없고, 업체주도하 설
계검토 등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국방획득 단계별 기술검토 활동에 있어서도 미국과 

비교시 미국의 경우 기술검토 활동을 의무화 하고 있으

며 구체 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기술검토 활동이 일부 연구개발 사업에만 의무

화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회의형태로 간략하게 기술되

고 있는 실이다. 
따라서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구매 성능개량사업

의 명확한 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3. 요구문서의 활용을 통한 

성능개량사업의 개선방안 도출

3.1 기존 연구개발 프로세스의 요구문서(OCD, 

ORD) 작성 프로세스 및 템플릿 분석

첫째,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요구문서(OCD, ORD) 
작성 로세스는 [그림 2]와 같이 OCD의 경우 소요/기
획단계에 작성하고 ORD의 경우 선행연구 수행 시에는 
선택(가용시 작성), 체계개발(입찰공고 2개월 )시는 의
무 작성토록 규정화 하고 있다. 한 작성주체는 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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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quirements Document(OCD, ORD) Templates for ROK Defense R&D Programs [4]

업청 통합사업 리 (IPT)에서 작성하되 소요군의 검토 
는 검토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이때, 외부 연구
용역을 이용하여 작성이 가능하다.[4][5]

Gap Between the Ability of Material 

Derived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

Written OCD

(Mid-term and long-term requirement 

document)

⇩

Written ORD

[Pre-Research(Choice), Exploratory 

development bids two months 

ago(Duty)]

⇩

Reflect ORD

(Reflect Exploratory Development 

RFP)

⇩

Exploratory Development Start

(bids / Program presentation )

 

Fig. 2. Requirements Document Action Process for 
ROK Defense R&D Programs [4][5]

둘째,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요구문서(OCD, ORD) 

템 릿은 [그림 3]과 같이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한국
군사과학기술학회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시스템 요구
사항 개발 로세스 개선“[4]에서 도출된바 있다.

3.2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방 국외상업구

매 성능개량사업의 요구문서(OCD, ORD) 

프로세스와 템플릿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앞서 [표 4]에서 언  한 것처럼 개조·개발이 수반되
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구매사업이긴 하

지만 개조·개발 단계에 어들면 연구개발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1항의 연구개발 사업에서처럼 개조·개발

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 간에도 요구문

서(OCD, ORD) 작성을 의무화해야 하며 별도의 요구문
서 템 릿을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에 

용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의 요구문서(OCD, ORD) 로세스는 [그림 2]의 연
구개발 요구문서 작성 로세스를 참조하여 구매사업 특

성에 맞게 [그림 4]와 같이 도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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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quirements Document(OCD, ORD) Templates for ROK Defens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둘째,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사업구매 성능개량
사업의 요구문서 템 릿 한 연구개발 요구문서 템 릿 

[그림 3]을 참조하여 구매사업 특성에 맞게 [그림 5]와 
같이 도출하 다.

 

Gap Between the Ability of Material Derived

(Joint Combat Development System)

⇩

Written OCD

(Mid-term and long-term requirement 

document)

⇩

Written ORD

[Pre-Research(Choice), Purchase Plan 

document(Duty)]

⇩

ORD confirmation

(RFP on reflection)

⇩

Purchase Program Start

(bids / Program presentation )

Fig. 4. Requirements Document(OCD, ORD) Process 
for ROK Defens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셋째, 앞에서 도출된 로세스와 템 릿을 통해 요구

문서 작성 로세스 용을 의무화 하여 구매계획서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반드시 소요군(운용자)의 
요구분석(Requirement Analysis)이 사업에 정확하게 반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4.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프로세스 

도출을 위한 모델링

4.1 기존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방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

업 프로세스간 비교 분석

기존 연구개발 로세스와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
구매 성능개량사업간 비교시 [그림 6]에서 처럼 후자 사
업의 경우 개조·개발 단계에 어들면 일반 구매가 아닌 
연구개발 사업의 체계개발 로세스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 개조·개발 단계 로세스를 업체
주도하 수행하므로 사업지연의 사태가 발생되거나 심각 

할 경우 사업 단 등의 상황이 상되는 것이 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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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terface Identification in Systems Engineering Artifacts between R&D Programs System Development 
Process and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for ROK Defense. 

Fig. 6. Comparison of between R&D Programs and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for ROK Defense[3]

따라서,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사
업의 개조·개발단계 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4.2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개조·개발이 수반

되는 국방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 

프로세스간의 인터페이스 식별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사업의 
개조·개발단계 로세스를 정립하기 해서 [그림 6]에
서의 개조·개발 단계 로세스와 그에 상응하는 연구개
발 사업의 체계개발 로세스를 시스템공학 산출물 기반

으로 비교해 보면 [표 5]와 같이 산출이 가능하다. 식별
된 인터페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기 계획분야  확인단계 로세스가 연

구개발 사업에 비해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 수 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 

4.3 비교 분석을 통한 개조·개발단계 개선 

프로세스 모델구축

연구개발 사업과 비교 분석을 통한 개조·개발이 수반
되는 국외상업구매 성능개량사업의 개조·개발단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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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mproved Process for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by Reflecting R&D Programs Level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Deliverables for ROK Defense [6]

Fig. 7. Existing Process for ROK Defense Foreign Purchase Upgrade Programs Based on Systems 
Engineering Deliverables[6]

로세스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  [그림 7]의 경우는 기
존 국외구매 성능개량사업의 개조·개발 단계 로세스를 
모델링한 결과이다. 그 다면 이러한 기존 로세스에 

연구개발 사업 수 의 기 계획분야  확인단계 로

세스의 추가가 필요하다. 
첫째, 기 계획분야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에서처럼 

충실한 시스템공학 활동을 보증하는 시스템공학 계획서

(SEP)와 시스템공학 리계획서(SEMP)를 개조·개발 
로세스 개조·개발 비단계에 반 되어야 하며, 이를 담
보하기 해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SEP와 SEMP 작
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확인단계 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하다. 기능  형

상확인(FCA)은 체계개발 최종단계에서 시제품 형상아이
템의 각 기능을 확인하는데 용하며, 물리  형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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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am Major Equipment

⇨

The Program Arrangement Plan

Sortation OO-1 Upgrade Program

Equip

ment

Main 

Equipment

(New 

Mounting)

Machine Gun Equipment

Auxiliary 

Equipment

(Existing 

equipment

Upgrade)

Mission Computer

Multi-Function Color Display

Weapon Control Unit

Electrical System Equipments

Other Additional Equipments

⇩

The Program's base Defense System Engineering and ROK Defense Foreign Commercial Purchase Upgrade Program Process Model

⇩

Logical Verification

Fig. 9. Result of Simulating the Improve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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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은 체계개발 최종단계에서 시제품 형상아이템의 각 
물리  성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로세스이다. 
따라서 기존 로세스에 연구개발 사업수 의 기 

계획분야  확인단계 로세스와 산출물을 입하면 

[그림 8]과 같은 개선된 로세스를 도출하게 된다.

5. 사례연구

5.1 사례연구 대상의 개요

00-1 항공기 성능개량(기총장착) 사업은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구매 성능개량 사업과 유사사례(개조·개발 
수반 국내구매 성능개량)로서 본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00-1 항공기 성능개량(기총장착) 사업은 한국 공군에
서 운용하고 있는  00-1 항공기에 국외 기총을 국내업체
가 구매하여 장착하는 사업으로, 기총을 장착함으로써 
조종석 내부  항공기 내부 무장계통(Weapon Control 
Unit), 기계통, 일런 등을 개조하는 사업이다.[7]

5.2 대상시스템의 특징 및 개선프로세스 적용

결과

부분의 항공기사업은 최첨단 기술로 집약된 복합시

스템(SoS : System of systems)이라는 특징 때문에 선진
국의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외구매사업 는 연구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7] 
본 사업의 경우도 앞서 2.2 의 사례분석 사업(00 성

능개량 사업)과 국내구매라는 에서 다르지만 결국 국
외업체가 개조·장착 하느냐 국내업체가 개조·장착 하느
냐의 차이뿐 단순 구매사업이 아닌 업체주도 연구개발을 

수행해야하는 상당부분의 험요소(RISK)를 가진 구매
사업 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본 사업은 실제로 시스
템공학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차를 병행한 구매사업

로세스를 별도로 용하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4.3 에서 제시한 개선 로세

스를 용하여 [그림 9]와 같이 OO-1 항공기 성능개량
(기총장착) 사업의 시스템공학기반 국외구매 성능개량사
업 로세스 모델 도출  논리  검증을 실시하 다.

6. 결론

 본 연구로 인해 개선 가능한 결과를 두 가지로 도출

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구매 무기체계 성능

개량사업의 요구문서(OCD, ORD) 작성  템 릿 활용

으로 운용자와 개발자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

할 뿐만 아니라 상무기체계에 한 요구분석

(Requirement Analysis)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요구사항 생성과 도출근거가 분명해 질 것 이다.
둘째,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구매 무기체계 성능

개량사업의 개조·개발 단계 획득 로세스를 시스템공학 
기반에 따라 정립함으로써 시스템 기 계획분야  완

성단계 확인분야 로세스를 한층 업그 이드 하여 험

성 많은  개조·개발이 수반되는 국외상업구매 사업의 개
조·개발단계 효율  사업수행  개조·개발 목표달성에 
한 신뢰도 향상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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