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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에서는 ICT기술 발 에 따른 NCW 구 을 해 국방통합정보 리소 사업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에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군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을 군에서 활용하기 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  아군이 수집

하는 방 한 양의  정보들이 클라우드상에 장되면 이러한 정보들과 기존의  정보들을 맵리듀스를 

사용해 비교함으로서 향후  상황 변화를 가늠  하여 군의 지휘통제  상황 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구 하 다.*

1. 서론

   ICT의 발 으로 부   개인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무기체계까지도 연결하여, 신속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에서 요한 요소가 정보, 근성, 

속도라는 사실에 을 두고, 군사력 변환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 지고 있으며 이를 과거 랫

폼 심보다 발 된 을 강조하여 네트워크 심이라 칭

하고, 향후 쟁의 가장 큰 심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심 을 해 수집하는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군

에서는 목 에 따라 데이터를 효율 으로 처리·분석해야하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하둡을 제안한다.

하둡은 크게 데이터를 분산 장할 수 있는 분산 일시스템 

HDFS(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와 분산데이터처리 

시스템 맵리듀스(MapReduce)로 구성되어 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용이하다. (그림 1)은 맵리듀스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하둡 맵리듀스 처리과정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대학IT연구센터 육성·지원
사업(NIPA-2013-H0301-13-3006)과,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의 지원(2010-0020723)과, 문화
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2년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
결과로 수행되었음(R2012030096).

본 논문에서는 군의 네트워크 심  구 을 해 클라

우드 컴퓨  환경에서 맵리듀스를 이용한  상황 분석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작 지

역내 경계·정찰 병력들에 의해 수집된 다수의  정보들이 

지휘소의 술 C4I를 통해 ‘ 술 클라우드 센터(가칭)’에 

장되면 맵리듀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실제 발생했던  

상황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

을 제공해 다. (그림 2)는 시스템의 체 인 구성  흐

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시스템 구성과 흐름

2. 본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그림 3)과 같이 첩보수집 

계층(Intelligence Collection Layer)과 정보 분석자

(Information Analyzer), 클라우드 리자(Cloud  

Manager) 그리고 서비스 계층(Service Layer)으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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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성별 요소

첩보수집 계층(Intelligence Collection Layer)에서는 방 

등지에서 과 련 상황을 수집하여 지휘소로 보고하면 

지휘소의 술 C4I를 통해 ‘ 술 클라우드 센터(가칭)’로 

송되어 지는데, 이때 술 C4I 내 Intelligence Manager

는  련 상황 정보를 텍스트 포맷으로 환 한다.

정보 분석자(Information Analyzer)는 상황분석 작업에 

필요한 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분석 작업에 필요한 클라

우드 자원은 Cloud Manager에게 요청한다. Information 

Analyzer는 Jop Scheduler, Clustering Manager, Data 

Storage로 구성된다. 술 C4I가 상황 정보를 송하면 

Jop Scheduler가 작업을 수행하기 한 자원을 Cloud 

Manager에게 요청하여 할당을 받으며, Clustering 

Manager는 입력 데이터를 시 스 일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수집된 상황 정보는 Data Storage에 

장한다.

Cloud Manager는 클라우드 자원 정보를 리하고 

Information Analyzer가 작업을 요청하면 작업을 수행하기 

한 가상머신을 생성한다. Cloud Manager는 Request 

Manager, Resource Manager, Information Provider로 구

성된다. Request Analyzer는 Information Analyzer에서 요

청한 작업을 분석한다. Resource Manager는 Information 

Analyzer가 요청한 작업을 처리하기 한 클라우드 컴퓨  

자원을 제공한다. Information Provider는 상황분석 결과값

을 Service Broker에게 달한다.

서비스계층(Service Layer)에서는 Service Broker가 

Information Provider에게 상황분석 결과를 요청하면 수신

하며, Service Manager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웹서비스를 

통해 지휘 /참모(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3. 맵리듀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상황분석시스

템 처리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처리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1) C4I를 통해  상황 데이터 송, 2) Jop 

Scheduler는 분석 작업을 수행하기 한 자원을 Cloud 

Manager에 요청, 3) 요청받은 자원을 제공하기 해 

Request Manager는 Resource Manager를 통해 클러스터

링 작업에 필요한 가상머신 생성 요청, 4)가상머신이 생성

이 완료되면 Clustering Manager는 입력 데이터를 하둡을 

통해 처리하기 해 시 스 일로 변환, 5) 맵리듀스를 이

용해서 분석 작업 수행.

(그림 4) 클라우드 기반의 맵리듀스를 이용한 상황분석 과정 

4. 구  

   본문의 시스템을 구 하기 해 임의로 방 수집정보

와 기존  정보를 구 하 으며, ‘ 술 클라우드 센터(가

칭)’는 클러스터로 체하여 사용하 다. (그림 5)는  상

황과 과거 상황을 분석하여 모니터링 화면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5)  상황 분석 모니터링

5. 결론 

   재 우리군은 미래 국방력 증강을 해 ‘국방개  기

본계획 2012-2030’을 바탕으로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며, 계획내 실시간 신속·정확한 결심지원을 해 투지휘

체계 등을 확보하는 계획 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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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분야 발 을 해서는 정보우 의 작 개념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정보우 의 NCW 구

을 해 최신 ICT기술의 목이 필요한 시 이다. 이러한 

ICT기술 가운데 클라우드  빅 데이터 분석 기술을 최

한 활용하여 보다 신속한 지휘결심과 참모조언이 가능한 향

상된 지휘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한 지속 인 세

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다양한  상황에 해 향

후  양상을 가늠할 수 있다. 과거(기존)  상황 련 데

이터베이스를 가능한 한 방 하게 구축해야만 정확한 분석 

값을 도출할 수 있으나 향후 미래 을 비하기 해 충분

히 고려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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