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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문처리기 소 트웨어 용을 통한 화력  

수행체계 연동의 유연성 향상 방안

Improving Flexibility of External Data Exchange in Count-fire Operation System 

by Adapting Dynamic Pars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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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Won-Eui

ABSTRACT

  The counter-fire operation system performs its mission exchanging information with other related 

systems such as command & control systems and military information systems. In the process of 

exchanging information, the counter-fire operation system uses a type of data message which contains 

exchange data information in the format of KMTF. The requirement of data exchange of count-fire 

operation will continue to evolve. But the EDX(External Data eXchange) configuration item of the current 

counter-fire operation system can 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variation of data exchange requirements 

due to its fixed software structure. In the paper, a solution for improving flexibility of external data 

exchange in counter-fire operation system is proposed.

주요기술용어(주제어) : KJCCS(Korean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 CF(Counter-Fire, 

화력 ), KMTF(Korean Message Text Format, 한국형 메시지 텍스트 포맷), EDX(External 

Data eXchange, 외부 자료 교환)

1. 서 론

  화력 이란 우군의 탐지자산과 화력지원 수단을 

통합 운용하여 의 화력지원수단  간 지원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작 을 의미한다
[1]
. 연합사로부터 화

력  임무를 이양 받은 한국군의 화력  수행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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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 Korean Joint 

Command Control System)를 주 체계로 하여 지상

술C4I체계 등 련 체계들과의 연동 기능을 활용하

는 화력  수행 계획을 수립하 다[5].

  화력  수행체계는 C4I체계, 정보체계 등과 연동

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화력 을 수행하므로, 성

공 인 작  수행을 하여 어느 체계보다 타 체계와

의 연동이 요시된다. 이러한 이유로 화력  수행

체계는 연동처리 부분을 별도의 소 트웨어 형상항목

으로 리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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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 요구사항은 연동 상 체계의 형상 변경이나 

운용자 요구사항 추가 등의 사유로 인해 자주 변경될 

수 있는데, 연동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반 할 

수 있도록 연동 메시지가 변경되어야 하며, 연동처리 

소 트웨어도 변경된 메시지를 분석, 처리할 수 있도

록 변경되어야 한다.

  재의 화력  수행체계는 각 체계간 합의가 이

루어진 한가지 형식의 연동 메시지 형식만을 고정

으로 분석, 처리하도록 구 되어 있다. 따라서 연동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새롭게 개정된 연동 메시지를 

처리해야 할 때마다, 연동 메시지를 처리하는 소 트

웨어 컴포 트를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연동 

요구사항은 화력  수행체계의 개발 기간 내 뿐만 

아니라 개발이 완료되고 실제 운용 후에도 운용자 요

구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데, 이때마다 매번 소

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나 

체계 안정성 면에서 험 요소가 된다. 따라서 화

력  수행체계가 새로운 연동 요구사항에 응하도록 

수정될 때 화력  수행체계 자체의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동 요구사항 변경 시에도 수정을 

최소화하는 소 트웨어의 구조와, 이를 이용하여 

화력  수행체계의 연동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연동 메시지 련연구

  연동 메시지는 KMTF(Korean Message Text 

Format)를 형식  포맷으로 하고 체계 간 교환 상 

자료를 내용으로 하여 구성된다. KMTF는 미군의 표

 텍스트 포맷인 MTF를 기반으로 개량한 것으로, 

오랜 기간 미군의 사용을 통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

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동 메시지와 유사하게 가

상으로 구성해 본 연동 메시지 는 그림 1과 같다.

  구조 으로 INTRO, BODY, CLOSE의 세 부분으

로 나눠지며, INTRO는 메시지에 한 헤더 정보를 

담고 BODY 부분에는 주요 데이터, 명령, 승인 등의 

실제 연동 자료가 담기게 되며, CLOSE는 메시지의 

끝임을 표시한다. 메시지의 각 필드는 slash 기호로 

구분되며 끝은 slash 기호를 두 개 붙여서 나타낸다.

[그림 1]  연동 메시지 

  로 제시한 메시지는 C4I체계가 탐지한 표 을 

화력  수행체계에 달하기 한 연동 메시지라고 

가정하 다. 헤더 부분인 INTRO에는 차례 로 체계

운용모드, 버 , 메시지번호, 송신체계, 수신체계, 일

시를 담고 있다. BODY 부분은 set 번호로 시작되며 

이 후 필드의 데이터는 그 set이 정의한 데이터 필드

에 한 실제 값이 나타난다. 의 에서 S0001은 

표  정보를 나타내는 set이고 표 번호, 표 규모, 

표 좌표의 데이터 필드를 가진다고 가정하 다. set 

번호 다음의 세 개의 필드값은 표 번호, 표 규모, 

표 좌표에 해 매핑될 실제 데이터 값이다. 마지막

에 CLOSE를 표시함으로써 하나의 연동 메시지에 

한 표 이 끝났음을 나타내게 된다.

  메시지의 각 필드 데이터는, 연동되는 두 체계 간

의 연동 요구사항에서 교환 요소로 식별된 것이다. 

만약 연동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C4I체계가 화력  

수행체계에게 표 을 달할 때 탐지시간까지 송하

여야 한다면, 표  정보를 표 하는 set 정보가 바

어야 되며 이를 이용하는 메시지 한 별도의 필드를 

추가하여 표 되어야 한다.

3. 연동 처리 구조 련연구

  화력  수행체계의 연동 처리는 그림 2와 같이 

연동처리부에 의해 수행된다. 연동처리부는 연동 

상 체계로부터 연동 자료를 수신하여, 체계의 핵심 

임무를 처리하는 응용처리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가

공한다.

  연동처리부는 크게 내부/외부 인터페이스, 구분처리

기의 부분으로 나 어진다. 외부 인터페이스는 X.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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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등의 통신 

로토콜을 통해 연동 상 체계로부터 연동 메시지

를 받거나 연동 상 체계로 연동 메시지를 송신한

다. 구문처리기는 수신한 연동 메시지를 정의된 메시

지 규칙에 의해 싱하여 그 결과를 체계 응용 DB에 

용할 수 있도록 SQL(Structured Query Language) 

구문을 만들거나 체계에서 연동 상 체계로 송할 

연동 메시지를 생성한다. 내부 인터페이스는 생성된 

SQL 구문을 체계의 응용처리부 달하거나 체계가 

송할 연동 데이터를 응용처리부로부터 받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화력  수행체계 연동처리부 구조

  재 화력  수행체계에서 구 된 구문처리기의 

구문 분석/생성기는, 외부에서 동작 방식을 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연동 체계 간에 최종 합의된 

연동 메시지의 규칙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하여 

구 된다. SQL 구문생성기 한 사용할 구문을 참조

할 방법이 없으므로, 응용처리부 내의 체계응용 DB

의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고정된 SQL 

구문만을 생성하도록 구 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신규 형식의 연동 메시지를 

분석,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구문 분석/생성기의 

내부 처리 로직 자체를 수정해야 하고, 응용처리부의 

수정으로 인한 체계운용 DB 구조 변경 시 새로운 

SQL 구문을 용하게 하려면 SQL 구문을 정의하고 

있는 SQL 구문 생성기의 내부 자료를 변경해야 하

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4. 동  구문처리기 설계

  연동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연동 메시지 형식이 바

어야 하거나 응용처리부의 변경으로 체계응용 DB

의 구조가 바 어야 될 때, 연동처리부 재작성을 최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

기 해서는, 연동처리부 구문처리기 내의 구문 분석/

생성기와 SQL 구문 성성기가 범용 으로 동작되게 

하고, 외부에서 이들의 동작 방식을 정의할 수 있도

록 하는 구조를 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 된 문제 들을 보완하기 해 이러한 

구조를 용하여 새로운 동  구문처리기를 설계하

고 그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동  구문처리기 용 연동처리부 구조

  동  구문처리기의 구문 분석/생성기는, 하나의 연

동 메시지 형식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범

용의 KMTF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외부에서 설정 

일이나 매개변수(parameter)를 사용하여 정의한다.

  동  구문처리기의 SQL 구문 생성기도, 생성할 

SQL 구문을 고정하여 내부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재의 체계응용 DB 구조에 맞게 정의한 SQL 

구문을 외부에서 가져와 사용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연동 메시지 형식의 변경이나 체

계응용 DB의 변경이 발생하여도, 구문처리기를 포함

한 연동처리부를 재작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설정 

일이나 매개변수를 통해 동작 방식을 수정해 주는 것

만으로 체계가 새로운 요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5. 메시지 처리 규칙  데이터 장 방식 정의

  연동처리부 외부에서 구문 분석/생성기의 동작 방

식을 정의할 메시지 규칙은 연동 메시지의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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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XML 스키마가 XML 

문서의 형식을 정의하듯이, 메시지 규칙은 동일한 

KMTF 형식을 이용하여 연동 메시지의 형식을 정의

한다. 텍스트로 정의하면 연동처리부가 시작시 그 내

용을 읽어 오게 할 수 있다. 그림 4는 매시지 규칙에 

한 정의의 이다.

  그림 4의 메시지 규칙 는 그림 1의 연동 메시지

에 하여 정의한 것이다. 메시지 정의는 버 에 

한 표시와 연동 메시지의 내용인 INTRO, BODY, 

CLOSE의 각 섹션에 한 정의로 이루어진다.

[그림 4]  메시지 규칙 정의의 

  INTRO, BODY, CLOSE 섹션 안의 각 라인은 내

부 필드에 하여 속성을 정의한다. 즉, 한 필드에 

하여, 한 이름, 문이름, 형식, 크기, 설명의 내용을 

필드로 하여 한 라인에 명시한다. 특히, BODY에서는 

각 SET을 정의하고 SET 안에서 각 SET에 한 

필드들을 정의한다. 따라서 그림 4의 정의에 의하면 

INTRO의 필드는 6개이고, BODY  set 번호 S0001

에 한 필드는 3개이다.

  각 필드를 기술하는 각 라인에는 여러 정보들이 표

되게 되는데, 특히 필드의 형식과 크기를 명시해 

으로써 실제 연동처리기가 연동 메시지를 분석할 

때 값에 한 유효성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게 할 

수도 있고, 설명을 명시함으로써 연동처리기 뿐 아니

라 운용자도 메시지 규칙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다.

  그림 5는 SQL 구문 정의의 이다.

[그림 5]  SQL 구문 정의 시

  set 번호, Create 련 SQL 구문, Update 련 

SQL 구문, Delete 련 SQL 구문을 slash로 구분하

여 표 한다. 구문 분석/생성기에서 분석된 연동 메

시지의 각 필드들이 자동으로 ‘:f1’, ‘:f2’, ‘:f3’과 같은 

부분에 치되어 SQL 구문이 완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설정 일로 만들어 두면, 연동

처리기 시작 시에 구문처리기의 구문 분석/생성기와 

SQL 구문 생성기가 이 설정 일을 읽어 연동 메시

지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6. 동  구문처리기의 용방안

  동  구문처리기를 체계에 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해 보기로 한다.

  지상 술C4I체계가 화력  표 을 탐지했을 때 

화력  수행체계에게 그림 1과 같이 표 번호, 표

규모, 표 좌표의 내용으로 M003의 표 보고 연동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연동 요구사항이 식별되었다

고 가정하자. 한 화력  수행체계 응용처리부의 

체계응용 DB에는 이 정보를 장할 수 있도록 표

정보 테이블을 정의하여 표 번호, 표 규모, 표 좌

표, 표 성질, 탐지시간 등의 표 속성을 리하고 있

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화력  수행체계 운용자의 요구사항에 의

해 지상 술C4I체계가 화력  수행체계에게 표 탐

지시간을 추가로 보고하며 표 번호를 8자리로 확장

하도록 하는 연동 요구사항이 새롭게 발생하면, 연동 

메시지에 표 탐지시간의 정보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림 6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필드에 추가

하여 화력  수행체계에 송하 을 때 기존의 

화력  수행체계 연동처리부는 그림 1과 같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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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정되어 구 되었으므

로, 길이가 변경되거나 새로 추가된 필드를 처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가 수신된 것으로 처리

하게 된다. 이 필드를 처리하도록 하기 해서는 구

문처리기를 새롭게 작성하는 수밖에 없다.

[그림 6]  변경된 연동메시지

  하지만, 동  구문처리기를 용한 화력  수행

체계에서는 그림 4와 같이 표 되었던 기존의 메시지 

규칙을 변경하기만 하면 된다. 메시지 규칙에서 표

번호에 한 필드 크기를 8로 변경하고, S0001번 set

에 표 탐지시간을 추가한 새로운 메시지 규칙은 그

림 7과 같다.

[그림 7]  변경된 메시지 규칙

  구문분석기의 구문 분석/생성기는 그림 7과 같은 

메시지 규칙 설정 일을 읽어 이후 송신하는 연동 

메시지에 용한다. 그러면 화력  수행체계의 연

동처리부는 그림 6과 같은 새로운 메시지를 받게 되

면 M003 메시지에서 표 번호가 8자리이고 표 탐지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처리하

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화력  수행체계의 연동

처리기 소 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재작성하지 않고 그

림 6과 같이 새로 변경된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화력  수행체계가 표 규모에 한 리가 

필요 없어져서 체계응용 DB의 표 정보 테이블에서 

표 규모 속성을 삭제하고, 추가된 표 탐지시간을 체

계응용 DB의 표 정보 테이블에 속성으로 추가하게 

되면, 이와 련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조작할 SQL 구

문도 바 어야 한다. 동  구문처리기를 용한 연동

처리기에서는 SQL 구문 정의에 한 설정 일만 바

꾸어 용하면 연동처리기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반 하기 해 수정한 SQL 구문 정의는 그림 8

과 같다.

  표 규모가 담긴 두 번째 필드값은 DB에 반 하지 

않고, 표 탐지시간이 담긴 네 번째 필드를 Target_ 

Info 테이블 안에 반 하도록 SQL 구문을 재작성 한다.

[그림 8]  변경된 SQL 구문 정의

7. 결 론

  화력  수행체계는 지휘통제체계, 정보체계 등과 

연동하여 화력 을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각 체

계 간의 연동 요구사항은 체계 내외의 여러 가지 요

인으로 인해 변화되기 쉬우므로, 각 체계는 이러한 

변경 요인에 험성이 으면서도 유연한 소 트웨어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동  구문처리기를 통한 연동 

유연성 향상 방안을 향후 연동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

는 체계에 용하게 되면, 체계의 소 트웨어를 재작

성하지 않고서도 연동 체계들이 연동 요구사항에 

응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각 체계의 안정성과 

연동 체계 간 연동 유연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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