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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운용되는 전술차량은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전·평시 야지 및 험지를 기동해야하기 때문에 민수용 

차량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에서 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요구 성능과 내구도를 

요구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내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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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TV(Light Tactical Vehicle) operating in our military requires higher levels of performance and durability to 
withstand harsher conditions than general vehicles, as they must travel on both rough-train and off-road as well as 
on public roads. Recently, LTV development is demanded a variety of test evaluations in order to satisfy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by the military requirement. However, there is no informations of driving test 
course for satisfying the durability performance of Korean tactical vehic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reliable drive test conditions by analyzing the main maneuvering test site at the domestic 
and foreign country in order to select the representative drive course. These studies will provide a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evaluation solution for the development of tactical vehicles, and can be effectively used to establish 
a certified system for military vehicle test evalua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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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장비가 고장이나 정지함 없이(기동불가를 의미) 목

표 수명 또는 교환시점까지 의도한 기능과 임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발휘할 확률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군은 

해당 장비에 대한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시험평가를 

거쳐 작전운용성능(ROC ; Requirement Of Capability)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2].
  일반적으로 군용장비 또는 무기체계는 개발부터 전

력화까지 Fig. 1과 같은 체계적인 개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체계개발단계에서는 개

발시험평가(DT&E, Development Test & Evaluation)와 

운용시험평가(OT&E, Operational Test & Evaluation)가 

실시되며, 양산단계에서의 야전운용시험(FT, Field Test)
를, 그리고 최종 전력화평가를 수행하여 하나의 체계

가 전력화된다[2].

Fig. 1. Weapon systems acquisition procedure

  개발시험평가(DT&E) 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창원 기동시험장에서 총 32,000 km에 대한 각종 주행 

시험을 통해 차량의 주요 구성품 내구시험(Endurance 
test)평가를 실시하며, 운용시험평가(OT&E) 시 다양한 

형태의 전술도로와 산악 기동로 또는 다양한 험지에

서 차량의 내구도를 평가하는 주행 기동시험 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개발되는 소형전술차량 

또는 각종 차륜형 전술차량에 대한 기동성능 보장을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기동시험평가 기준이 정

립되어 있지 않아 시험평가 방법과 장소 등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지형에 적합한 대표

주행경로 설정은 향후 개발되는 다양한 기동장비의 

운용성능 보장 및 수명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만 이 또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본 연

구에서는 기동무기체계의 실제 운용조건에 대한 표준 

내구하중을 기반으로 내구모드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군 작전지역 및 운용환경에 대한 특성을 확

인하고, 해외 시험장과 국내 시험장의 환경 특성을 비

교하여 향후 대표주행경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동시험장 특성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미군은 일반적으로 군용차량 개발 시 규정된 시험

운용절차(TOP ; Test Operation Procedure))에 따라 규

격화된 시험장에서 다양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한국

군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험평

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거시적인 방법만 명시되어 있

고 세부적인 절차, 방법, 기준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

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행경로 및 

시험 코스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동장비 개

발에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3,4].
  따라서 기동장비 개발을 위해 잘 완비된 미군의 주

행시험장 내 지형 형태별, 주행코스별 주행로의 특성

을 파악하고 한국군의 시험장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

을 제시하고자 하며, 야전시험평가 지역의 특성을 비

교하여 대표 주행경로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접근방법은 Fig. 2와 같다. 전투차량의 임무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표차량을 선정하고 운용지역

에 대한 지형분석을 통해 수명주기 동안 총 주행거리

및 주행경로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별 실제 주행경

로를 적용한 대표주행경로를 선정한다.

대상차량 선정 주행기록 및 임무 : 지휘차량 + 가혹도

운용지역 선정/분석 임무 및 가혹도 고려 : 0군 지역 선정

주행경로 주요 요소 /
선정기준 분석

주행경로 주요 요소 / 선정기준 분석
(미군 기준 TOP 2-2-506A / 1-1-011A 참고)

주요 기동시험장 
제원분석

국내 기동시험장
비
교

야전부대
주요 기동로 분석

대표 주행경로 
선정기준 설정

대표 기동로 선정기준 설정
(위치, 고도, 경사, 거리, 지형 등)

대표 주행경로 선정 유형별 실제 주행경로 선정

Fig. 2.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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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전부대 기동조건 분석[5]

3.1 대표차량 선정

  대표주행경로 선정을 위한 대상차량은 기존의 소형

전출차량의 계열화 기준으로 여단급 이하 지휘차량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행관련 정보와 전시 임무 및 평시 다양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였으며 그중 가장 가혹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지휘차량을 선정하여 주행거리

와 사용년수에 대한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대표주행

경로 설정에 활용하였다.

Table 1. Selection of representative LTV

부대 임무

주 행 특 성 임무
평시 
업무

우선
순위고속

기동
야지
기동

등판
능력

주행
거리

최대
속도 다양성 가동률

00 지휘 ● ● ● ● ● ● ● ● 1

00 기갑수색 ● ● ● ● ● ▲ ▲ ▲ 2

00 관측 ● ● ● ● ● × ▲ ▲ 3

00 카고트럭 ▲ ▲ ● ▲ ▲ ▲ ● ● 4

00 정비 ▲ ▲ ▲ ● ▲ × ▲ ● 7

00 통신 ▲ ▲ ● ● ▲ × ▲ ● 5

00 화생정찰 ▲ ▲ ▲ ● ▲ × ▲ ▲ 6

00 현궁 ▲ ▲ ▲ ▲ ▲ × ▲ ▲ 8

3.2 주행거리 분석

  주행경로 선정을 위한 지역은 한반도의 동부와 서부

의 지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전·
평시 임무수행의 가혹도나 도로의 경사 및 굴곡 등을 

고려 시 동부 전방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거 

5년간 운용된(′12년부터 ′17년까지) 전투차량(K131 ; 
1/4t 다용도 차량 00대, K-311 ; 5/4t 화물트럭 00대)의 

주행기록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총 주행거리 및 연

평균 주행거리는 Table 2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병과 및 부대 고유 임

무별 총 주행거리는 연대급 이하 지휘관 차량이 상대

적으로 많았으며 수명주기도 짧았다. K-131 지휘전투

차량의 경우 평균 사용년수는 13.1년이며, 평균 주행

거리는 14,600 km 이다. 특히 주행거리는 지형 특성에 

따라 많게는 +70 % ~ +35 %까지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K-311 전투차량의 평균 사용년수와 주행거리

는 각각 17.1년, 5,400 km 수준이었다.

Table 2. Mileage analysis of K-131 LTV

구분(→사단) 0군
전체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용년수(년) 13 13 13 13 12 12 12 12 14 12

총 주행거리
(만km) 18.9 19.8 18.2 15.3 19.5 16.4 21.1 25.1 21.7 16.3

연평균 주행거리
(만km) 1.4 1.4 1.3 1.1 1.5 1.3 1.7 2.0 1.5 1.2

Fig. 3. Total driving distance for life cycle

4. 시험장 특성 분석 결과

4.1 시험장 주행정보 분석 결과 검증

  한국지형에서 전투차량 운용환경은 기존연구[5,6]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주행

시험장 및 주행도로 분석을 위한 간접적인 접근방법

을 제시하고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Google Earth Pro와 TerraExplorer 등을 활용하여 코

스별 수치자료와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지형특성 프로

파일을 분석하였다. 이는 선진국 전투차량 표준 시험

장의 기동로 분석을 통해 국제 표준의 기동시험장 구

축과 한국지형 특성을 반영한 대표주행경로 선정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기동시험

장에 대한 Google Earth Pro의 위성사진과 지도에 의한 

자료 분석 및 실지형의 GPS를 바탕으로 Racechrono 앱
을 활용한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4는 실지형 데

이터 획득을 위해 사용된 10 Hz 속도 및 가속도 측정

장비와 헨드폰에서 활용 가능한 GPS 기반의 Racechrono 
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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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starz BT-Q1000EX 10 Hz and Racechrono

  Fig. 5는 00과학연구소 00 기동시험장의 코스별 지

형정보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포장 도로(Secondary road)와 거친 비포장 도로(Trail/ 
Rough-Trail) 기동시험 코스에 대한 Google Earth Pro, 
TerraExplorer 결과와 GPS장비에 의한 실 측정 데이터

를 비교하였다. 코스에 대한 형태(Type), 거리, 고도, 
평균 경사도 등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a)

 
(b)

  Fig. 5. Comparison of Google Earth Pro with GPS 

results (a) Secondary road, (b) Trail/Rough 

-Trail

4.2 시험장 주행정보 분석 결과

4.2.1 국내 기동시험장 지형특성 분석

  국내 기동시험장의 주행경로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Fig. 6과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기동

시험장은 포장, 비포장, 대표 야지 기동로와 기타 야

지기동 G1~G4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3에서 주

요 지형정보를 종합하였다. 포장도로는 직선시험로이

며 경사도 01 %로 지형 데이터 프로파일에서 제외하

였다.
  Fig. 7은 기동시험장의 비포장 G1~G4에 대한 경로 

특성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비포장 야지 지형으로 동

일 지역 내 다양한 경로에 대한 기동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Table 3과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 길이 

및 지형 고도 변화는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ADD test course profiles by topography

Location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 

기울기
비고

Unpaved 1.78 km 146 / 95 m (51 m) 66 / -66 m 28.6 / 7.2 % 곡선/복잡

Trail 2.9 km 168 / 113 m (55 m) 93 / -93 m 32.4 / 6.2 % 곡선/중간

G1 1.67 km 155 / 96 m (59 m) 60 / -60 m 17.5 / 7.2 % 곡선/중간

G2 1.78 km 183 / 96 m (87 m) 92 / -92 m 22.7 / 10.2 % 곡선/중간

G3 1.6 km 176 / 97 m (79 m) 81 / -81 m 28.5 / 10 % 곡선/중간

G4 1.93 km 187 / 96 m (91 m) 96 / -96 m 32.5 / 10.3 % 곡선/복잡

(a)
 

(b)

Fig. 6. ADD unpaved course and profile (a) Unpaved 

road, (b) Rough-trail

 

 

Fig. 7. ADD unpaved course and profile for G1(Top- 

left) ~ G4(clockwise)

4.2.2 국외 기동시험장 지형특성 분석

  미군의 주행시험은 TOP 2-2-506A에 기술된 것처럼 

ATC(Aberdeen Test Center) 또는 YTC(Yuma Test Center)
의 시험코스에서 차량별 적정 코스조합(Road Course 
Test Matrix, RCTM)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주행경

로의 형태 및 특징에 따라 Table 4와 같이 포장도로

(Primary road), 비포장도로(Secondary road), 거친 비포

장도로(Trail/Rough Trails), 야지(Cross-Country) 등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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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분류하고 주행 형태별 적정 조합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코스별 정확한 프로파일과 경사도, 기복 

등이 TOP 1-1-011A에는 기술되어 있지만 공개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TC 시험장 위주로 

지형특성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다[6-10].

Table 4. ATC test course profiles by topography

Terrain 
Type Location Course type Distance

Primary
Roads

ATEF Paved Paved, loop 7.2 km

Perryman Paved Paved, straight 6 km

Secondary
Roads

Munson Gravel Compacted gravel 3.2 km

Perryman #A Unimproved country road 
sweeping turns 3.9 km

Churchville #C Hilly secondary road grade 
to 10 % 2.4 km

Trails/
Rough 
Trails

Perryman #1 Moderate; native loam with 
quarry spall/gravel 8.4 km

Perryman #2 Moderate rough; native loam 
with quarry spall 2.9 km

Churchville #B Native soil ans stone, grade 
to 29 % 5.8 km

Cross-
Country

Churchville #A Severe wooded and rocky 
terrain NA

Perryman #3 Rough; native loam 5.3 km

Perryman #4 Rough; native loam with 
natural marsh 4 km

Perryman #5 Extramely severe; Gabion
(No. 6 stone) 152 m

  미국 내 지형에 대한 수치지형 정보를 직접 획득하

는 것이 제한되므로, Google Earth Pro의 수치자료와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TOP에 명시되어 있는 주행시험

로(코스)를 도시하고 프로파일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주행시험 코스의 방향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임

의 방향으로 프로파일을 도출하였고, 경사도가 “-” 인 

경우는 이동방향에서 내리막길을 나타내며, 최대/평균 

기울기에서는 절대값으로 표현하였다. 주행로 형태별 

주요 지형특성 프로파일은 4가지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4.2.2.1 Primary Roads

  ATC 시험장내 Primary road에 대한 지형 프로파일은 

Fig. 8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ATEF와 Perryman 
시험장의 포장도로 정보를 분석하였다. 시험장 길이는 

약 6~7.2 km 규모이며 고도는 평지에 가깝고 직전 또

는 루프로 형성되어 있다.

 

Fig. 8. ATEF & Perryman paved course profile

Table 5. Primary roads course

Location Course
type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 
기울기

ATEF 
Paved

Paved, 
loop 7.2 km 18 / 6 m 41.4 / -38.7 m 4.8 / 0.9 %

Perryman 
Paved

Paved, 
straight 6 km 15 / 8 m 13.5 / -13.9 m 19.2 / 1.0 %

4.2.2.2 Secondary Roads

  ATC 시험장내 Secondary road에 대한 지형 프로파

일은 Fig. 9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Munson, 
Perryman, Chruchville 시험장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시

험장 길이는 약 2.4~3.9 km 규모이며 Primary road에 

비해 다소 복잡하며 전체 루프형태로 회전구간이 많

이 형성되어 있다.

(a)

 
(b)

(c)

  Fig. 9. (a) Munson, (b) Perryman & (c) Churchville 

secondary cours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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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condary roads course

Location Course 
type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 
기울기

Munson
Gravel

Compacted
gravel 3.2 km 6 / 3 m 35.9 / -35.6 m 9.6 % / 2.1 %

Perryman
#A

Unimproved 
country road 

sweeping turns
3.9 km 12 / 9 m 13.5 / -13.9 m 7.9 % / 0.7 %

Churchville
#C

Hilly secondary 
road grade to 

10 %
2.4 km 93 / 37 m 89.0 / -87.2 m 21.1 % / 5.1 %

4.2.2.3 Trail/Rough Trail course

  Trail/Rough trail 코스에 대한 지형 프로파일은 Fig. 10
과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rryman과 Churchville 
시험장의 지형정보를 분석하였다. 주로 전투용 대형차

량 시험장으로 루프형태의 2.9~8.4 km 규모이며 복잡

한 회전구간을 갖는다.

(a)
 

(b)

(c)

Fig. 10. Perryman & Churchville trail course profile

Table 7. Trail/Rough Trail course

Location Course type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

기울기

Perryman
#1

Moderate; native 
loam with quarry 

spall/gravel
8.4 km 17 / 9 m 56.5 / -57.2 m 18.4 / 1.2 %

Perryman
#2

Moderate rough; 
native loam with 

quarry spall
2.9 km 12 / 6 m 26.3 / -26.6 m 8.4 / 1.6 %

Churchville
B

Native soil and 
stone, grade 

to 29 %
5.8 km 95 / 37 m 259 / -258 m 26 / 8.7 %

4.2.2.4 Cross-Coutry course

  Cross-Country 코스에 대한 지형 프로파일은 Fig. 11
과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rryman 시험장의 지

형 정보를 분석하였다. 시험장 길이는 약 4~5.4 km 규

모이다.

(a)
 

(b)

(c)

Fig. 11. Perryman cross-country course profile

Table 8. Cross-Coutry course

Location Course type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

기울기

Perryman 
#3 Rough; native loam 5.4 km 14 / 7 m 42.9 / -42.8 m 14.8 / 1.3 %

Perryman 
#4

Rough; native loam 
with natural marsh 4 km 14 / 10 m 42.6 / -42.7 m 15.9 / 1.6 %

Perryman 
#5

Extremely severe; 
Gabion(No. 6 stone) 152 m - -

4.2.3 작전지역 전술 기동로 지형특성 분석

  국내 시험평가는 개발, 운용, 야전, 전력화 시험평가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지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험평

가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시험평가 결과에 시험조건, 기상, 주행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정량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형 가시화 프로그램 및 수치지형정보 

등을 활용하여 야전 시험평가 지역에 대한 주행경로 

정보를 분석하였다. Table 9는 육군의 야전시험평가지

역을 보여준다. 동부축선과 서분축선에서 운용되는 주

요 기동로이며 포장도로와 야지(Trail/Rough Trail)로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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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rmy test course areas

구분 West East

포장 000산 00길, 00 지역 00령, 00령, 00령

비포장 000고개, 0000훈련장
000 훈련장, 000 훈련장 00봉

위치

Table 10. Army field paved course areas

Location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기울기

00산 4.49 km 331 / 94 m (237 m) 257 / -303 m 41.1 / 12.1 %

00 지역
8.57 km 514 / 176 m (338 m) 382 / -338 m 26 / 8.2 %

4.97 km 542 / 214 m (328 m) 134 / -434 m - 43.1 / 10.3 %

00령 29 km 933 / 227 m (706 m) 1013 / -1051 m -42 / 6.1 %

00령 23.4 km 540 / 29 m (511 m) 600 / -964 m -34.5 / 5.6 %

00령 10.6 km 781 / 175 m (606 m) 584 / -904 m -40 / 13.3 %

 

 

 

Fig. 12. Army field paved course and profile

4.2.3.1 포장도로 지형특성 분석

  Table 10과 Fig. 12는 우리 군이 활용하고 있는 야

전 기동시험장으로 포장도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

여준다. 지형 프로파일은 왼쪽 위부터 Table 12 순서

대로 나타내었다.

4.2.3.2 거친 비포장도로(Trail/Rough Trail) 지형

특성 분석

  Table 11과 Fig. 13은 야전 기동시험장으로 거친 비

포장도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포장도로와 동일한 순서로 분석하였다.

Table 11. Army field Trail/Rough Trail course areas

Location Distance 최대/최소 고도 고도 증/감 최대/평균기울기

000 고개 6.87 km 470 / 104 m
(259 m) 469 / -415 m 38.9 / 12.6 %

000 훈련장 3.54 km 112 / 81 m
(93 m) 52 / -60 m 16.4 / 3.1 %

000 훈련장 3.72 km 152 / 73 m
(103 m) 106 / -106 m 21.7 / 5.7 %

00봉 16.2 km 1,252 / 526 m
(1,032 m) 1,372 / -646 m 37.7 / 11.9 %

 

 

Fig. 13. Army field unpaved course and profile

4.3 주행정보 비교분석(종합)

  지형정보 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를 Fig. 14에 종합

하여 나타내었으며, Fig. 15는 국내 시험장의 경사도

와 고도차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기동시험장 평균경

사도와 고도차에 대한 분포를 비교한 결과이다. 전투

차량 내구시험을 위한 주행시험장은 다양하지 않지만 

기동시험에 대한 조건은 미국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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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도 증가

Fig. 14. Comparison of US with Korea test course

  Fig. 15. Driving test course comparison of Korea 

field test

  미군의 ATC와 국내 기동시험장 그리고 국내 기동

장비 시험평가 주행로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미군에서 운용중인 4가지 도로 타입에 비해 국

내에서 운용 중인 기동시험장과 주행시험로가 고도의 

증/감, 기울기 등이 크고,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로 구

성되어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대표주행경로 선정하는데 갖추어야 할 기본 지

형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의 종류는 

미군에서 포장, 비포장, 거친도로, 야지 등 4가지로 구

분하는데 반해 국내 기동시험장은 포장, 비포장 그리

고 야지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야전 주행시험평

가 지역의 경우 포장도로와 거친 비포장도로로 구분

하여 운용 중이다. 대한민국은 산이 많고, 수풀이 우

거진 지역에서 작전을 많이 수행하는 만큼 차량의 임

무에 따라서 다양한 도로 특성을 반영한 기동로를 선

정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전술차량의 내구시험과 주행시

험을 위한 기동시험장 특성을 지형 가시화 프로그램 

및 수치지형정보 등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

히 한국지형에 적합한 시험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야전 주행시험장의 주요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향후 한국군 실정에 적합한 대표주행경로 설정

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전술차량 개발을 위해 보다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평가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군

용차량 시험평가에 대한 공인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논문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No. 21-군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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