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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방부와 각 군은 1970년  말부터 장교자력표 산화를 시작하여 군별, 인사기능별로 정보화를 추

진하 고 1990년  반에 재의 수 으로 업그 이드하여 운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정보화는 종합

인 Master-plan도 없이 각 군 본부 실무자의 단 업무를 지원하기 한 응용 로그램 주로 개발

됨에 따라 국방차원에서는 복개발, 산낭비, 기 별/기능별 상호 운용성 결여 등의 많은 문제 이 

노출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군 인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기 로 새로 구축할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모델과 정보화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국방부와 각 군은 1970년  말부터 장교자력표 산화

를 시작하여 군별, 인사기능별로 정보화를 추진하 고 

1990년  반에 재의 수 으로 업그 이드하여 운 하

고 있다. 그러나 인사정보화는 종합 인 Master-plan도 

없이 각 군 본부 실무자의 단 업무를 지원하기 한 응

용 로그램 주로 개발됨에 따라 국방차원에서는 복개

발, 산낭비, 기 별/기능별 상호 운용성 결여 등의 많은 

문제 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사업무 환경의 변화

(조직 주의 실무자주도 인사에서 조직원을 한 인사업

무로 환)와 변하는 신정보기술을 수용하지 못하여 정

보화 강군을 육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소로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결여가 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 인

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   개선방향을 도출

하고 이를 기 로 새로 구축할 국방인사정보체계의 모델

과 정보화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방인사정보 관리체계 현황

 국방부와 각군의 인사정보체계는 상이한 운 체계(OS : 

Oper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 리체계(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개발도구로 개발되어 기술공

유가 어렵고 상호운용성을 기 할 수 없으며 부분 1990

년  C/S(Client/Server)환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재 

인터넷시 의 웹환경에서 사용자에게 편리성을 보장해 주

지 못할 뿐만아니라 유지보수에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국방부  각군은 기능별/제 별로 별도의 DB를 보유하

고 있어 자료의 복 리로 인한 인사자료의 신뢰성이 결

여되고 수많은 DB를 운 하고 있어 유지보수하기가 곤란

하다.  <표 1>과 같이 OS는 기본 으로 UNIX지만 H/W

별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고, DBMS는 국방부  해․

공군은 Oracle을 육군은 Infomix와 Oracle을 사용하고 있

으며 개발도구는 Develloper2000, Power Builder, COBOL, 

PHP, C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표 1> 기술환경구조

구 
분

OS DBMS 개발도구 운용환경 주개발
연도

국
방
부

HPUX
ORACLE7.3,

8.1.6 Developer2000 주 : C/S 2000년

육 
군

IRPX,
KONIX

,
LINUX,
Solaris

Infomix 
5.0/7.2/7.3
ORACLE

8.1.5

Visual Basic,
Power 
Builder,

PHP, ASP

주 : 
불안 C/S
부분:WEB,

MAINFRAM
E

1995년

해 
군

Solaris ORACLE 8i Power Builder
주 : 

불안 C/S
부분:WEB

1998년

공 
군

Solaris ORACLE7.3
Developer2000

COBOL, 
PHP,C

주 : 
불안 C/S
부분:WEB

1992년

 출처 : 국방인사정보체계 운용개념기술서 2004 

2.2.2 업무수행 차

 앞서 기술된 여러 문제 을 가진 인사정보체계를 활용하

는 인사업무수행 차는 <그림 1>과 같이 수작업과 산

작업을 병행함에 따라 업무 차가 복잡하고 복되어 효

율성이 조하고, 복잡한 인사자료의 유통경로로 인한 정

보의 신뢰성  보안성 결여, 제 별/기능별로 별도 DB를 

활용함에 따른 정보의 상호공유 곤란, 업무담당자에게 단

순반복 작업이 편 됨에 따른 업무의 질  수  하등의 

많은 문제 을 안고 있어 체계개발과 BPR을 병행하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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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화효과를 극 화시킬 필요가 있다.

          

○ 수작업/ 산작업 병행
   ⇒ 업무 차 복잡/ 복 ⇒ 효율성 조
○ 복잡한 인사자료 유통경로(문서, 일, 자문서 등)
   ⇒ 정보의 신뢰성/보안성 결여
○ 업무담당자 단순반복작업 편
   ⇒ 업무의 질 수  하

<그림 2> 인사업무 수행 차

2.2.3 인사업무체계분석 종합

 인사업무체계의 분석결과 문제 으로 <표 2>과 같이 인

사정보체계면에서는 반 인 인사업무 라이 사이클

(Life-cycle)을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 부재, 데이터코드 

상이로 인한 인사정보의 실시간 공유곤란, 다수의 DB보유

로 인한 인사정보의 신뢰성결여, 기술 환경의 상이  노

후로 인한 상호운용성 제한과 유지보수곤란  사용 불편 

등을 도출하 고 인사업무 차 면에서는 업무 차의 복잡 

 복으로 인한 효율성 조, 복잡한 인사정보의 유통경

로에 의한 정보의 신뢰성/보안성 결여, 업무담당자에 단순

반복 작업 편 으로 인한 업무의 질 수  하를 도출하

다.

<표 2>  인사업무체계의 문제

구 분 문   제   

정보체계

○ 인사업무 Life-Cycle을 지원하는 응용 로그램 
부재
○ 테이터코드 군별/기능별 상이로 인사정보 실시간 
공유 곤란
○ 다수의 DB운용으로 인사정보의 신뢰성결여
○ 기술환경의 군별 상이로 상호운용성 제한, 유지
보수 곤란
  인터넷 환경하에서 사용불편

업무 차

○ 업무 차의 복잡  복으로 인한 효율성 조
○ 인사정보 유통경로의 복잡으로 인한 정보의 신뢰성/
보안성 결여
○ 업무담당자에게 단순반복업무집 으로 인한 업무질
수  하

 상기 도출된 문제 들을 해결하는 책은  환경분석결과 

도출된 핵심목표와 정보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시할 것이다.

3. 국방인사정보 리 시스템 구축

3.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국방부와 각군의 본부  하부  인사 련부서 근무자 

4,000여명(소장～병)의 면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핵심정보화 요구사항(CIR : Critical Information 

Reguirement)은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실시간 

인사정보공유체계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지원체

계 구축, 사용자 주의 인사정보체계 구축, 업무 차  

데이터 표 화, 군차원의 국방인사 정보화 조직 운 의 

6가지로서 환경분석결과 도출한 핵심성공요소와 부분 

연 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정보 리 시스템 구축 

 국방인사정보체계는 <그림 2>와 같이 국방부와 각군의 

본부  하부 의 사용자(의사결정권자, 업무담당자, 개

인)와 군외의 사용자가 국방인트라넷과 인터넷에 속하

여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신청 

 처리하는 개념으로 9개의 핵심 인 인사기능을 수행하

므로 인사업무의 략  기능강화, 투명성  효율성 확

보, 서비스의 확   질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운용

된다. 그리고 국방통합정보체계의 일부기능체계로서 타체

계와 상호운용성보장을 해서 군내 10개 타체계

(CPAS/C4I, CALS, 동원, 편제, DEMIS, 복지, 사무자동

화, 여, 재정, KIDA)와 군외 7개 타체계(병무청, 보훈처, 

군인공제회, 군사문제연구원, 국립 충원, 호국장학재단, 

국기원)와 연동되어야 한다.

<그림 2> 국방인사정보체계 구조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체계구성도를 네트워크와 함께 제

시하고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구

성도를 제시한다.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세부요구사항

은 국방인사정보체계 체계규격서(2004)를 참조한다.

3.2.1 체계 구성도

 국방인사정보체계는 <그림 3>과 같이 국방부와 각군이 

DB  어 리 이션 서버를 보유하여야 하며 상호 국방

망(인트라넷)으로 연결된다. 외부 사용자를 해서는 연계 

서버를 활용하여 외부 사용자용 서버를 국방서버와 인터

넷으로 연결하고 정보보호를 한 암호장비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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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국방부  각군의 서버는 자료의 안정  리를 해서 

Back Up 서버를 운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는 유사한 체

계를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T3 으로 연결되어야 부하없이 시스템이 효율 으로 운

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 3> 체계 구성도

3.2.2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어 리 이션 

서버는 역할분담에 따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컴포

트로 구성되어야 하고 DB서버는 고가용성이 보장되도록 

구성하되 육군의 경우는 사용자가 국방부와 해․공군보다 

많기 때문에 복수의 어 리 이션 서버  DB 서버를 구

성하여야 하며 별도의 개발  시험서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국방부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5>육군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6>해․공군 하드웨어 구성도

3.2.3 소 트웨어 구성모델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소 트웨어는 <그림 7>과 같이 개

발용과 운 용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사용자 는 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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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해서 침입탐지, 외부연계 

방화벽, 인증서버, 외부연계서버를 지원하는 소 트웨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 7> 소 트웨어 구성도

4. 결 론

본 연구는 재는 군별/기능별로 상이한 기술구조를 가진 

인사정보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체계간 상호운용 곤란, 국

방부  하부 의 지원체계의 부재, 체계의 노후 등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한 인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용

자 요구사항을 부분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는 기존체계에 한 미련을 버리고 국방부와 각군의 본부 

 하부 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선진 국방통합인

사정보체계의 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 다. 이

상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체계개발의 공감

를 확 하고 체계개발계획서 작성의 기 를 제공하기 

해서 인사업무의 황분석을 통해서 문제 과 개선방

향을 도출하여 국방인사정보 리 시스템을 개발 모델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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