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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계공학 부문

국방 연구개발사업의「운용자-개발자」간 연계성 향상을 

한 아키텍처 개발 방법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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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have proposed Architecture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can connect both operational 
view and system view. The Functional Architecture can connect both user and developer, and it is located between 
Activity analysis and System analysis. We suggest the new architecture methodology using the Functional 
Architecture and it provides effect to analyze the connection between user(military) and developer(enterprise) in 
Defence R&D and the new Architecture with the feedback analyze activity on a point of system view and the 
new architecture make the functional architecture.

Keywords : Architecture(아키텍처), Architecture Development(아키텍처 개발), Functional Architecture(기능 아키텍처), 
Defence R&D(국방 연구개발), S/E Process(시스템엔지니어링 로세스)

1. 서 론

  방 사업은 먼  획득해야할 무기체계의 소요가 있

어야 하고, 이를 획득하기 한 산이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 인 차에 의거 획득할 수 있는 차

가 확립되어야 성공 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업

무를 지원하기 한 업무체계는 소요기획체계, 국방기

획 리체계, 국방획득 리체계가 있으며, 이들 업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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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유기 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9].
  이러한 국방 획득환경에서 상 무기체계를 개발할 

경우, 운용개념과 시스템개념을 어떻게 연계성 있게 

구조 으로 표 해야 할 것이며, 개발과정에서 시스템 

구조(개념)가 바 면 소요군의 운용개념과 요구사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무엇보다도 운용자는 운용 심  사고를 하고, 
개발자는 시스템 심  사고를 한다는 것이 걸림돌

이며
[9], 이를 해서는 Fig. 1과 같이 이해 계자(운용

자, 사업 리자, 개발자)의 공통의 이해를 한 아키

텍처(Architecture)가 필요하다.
  공통 이해를 한 아키텍처(Architecture)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 리자가 운용자와 개발자를 상호 연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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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운용자는 개발자 측면

의 기술 분야, 체계의 구조  개념 등을 고려하여 소

요를 창출해 낼 수 있고,  상 체계에 한 개발자

의 구조  분석을 통해 운용자의 상 체계 운용개념

에 환류(Feedback)할 수 있는 부분은 환류하여 운용개

념  활동구조에 용 가능하다.

   Fig. 1. 이해 계자간 공통이해를 한 아키텍처 

(Architectur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키텍처 개발 방법에 한 

이론  고찰과 운용자와 개발자의 공통  이해가 필

요하다는 에서 국방 연구개발사업을 분석하 고, 
도출된 문제  해결을 한 방안으로 “기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 방법”을 제시하고, ‘수상함 작

수행체계’ 개발을 가정하여 용해 보았다.

2. 아키텍처와 아키텍처 개발 방법

  체계는 여러 가지 요소로 배열 혹은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특정한 

기능(Spceific Function)을 수행하거나 기능군(Set of 
Functions)을 수행하여 자신의 고유 목 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  혹은 인  산물이다. 즉, 어떤 목 을 

달성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한 모든 것은 체계가 될 

수 있다. 체계는 Fig. 2와 같이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

아 체계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결과를 출력하

게 된다. 이 때, 외부 환경 외란(Disturbance)이 향을 

미치게 된다.

Fig. 2. 체계 정의

  체계는 환경(Environment)과 배경(Context)내에 존재

하므로, 환경과 배경은 체계에 향을 미친다. 환경과 

배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서로 

구분된다. 환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체계에 향을 

미칠 때 체계가 이에 반응하는 요소들의 모임이며, 배

경은 외부에서 체계에 향을 미치지만, 체계가 이에 

반응하지 않는 요소들의 모임이다. 한 체계는 환경

과는 경계선을 가지며, 이 경계선을 인터페이스라고 

하기도 한다
[7].

  체계에 향을 미치는 환경의 범주 내에서 아키텍처

와 그 개발 방법에 한 이론  고찰은 다음과 같다.

가. 아키텍처

  아키텍처는 심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 계자들이 련 시스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련 시스템에 한 정보를 체

계 으로 나열해서 표 한 것이다. 그러나, 아키텍처

는 시스템 구조에 한 정보들의 체계 인 나열 그 

이상의 것이다. 아키텍처는 시스템 개발, 조직 발 , 
나아가서 비 (Vision) 구상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

는 것에 한 논리 인 실상을 제공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 이를 실체화하기 한 구상이 선행된다. 여기

서 아키텍처의 역할이 매우 요하게 된다. 아키텍처

는 구성요소의 구조, 그들의 계, 련 정보를 제공

하고 그 설계에 용되는 원리와 지침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구상을 실체화 시킨다.
  다시 말하면,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구성요소의 구

조, 그들의 계, 그리고 그 설계에 용되는 원리와 

지침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언 되는 시스템은 하드웨

어, 소 트웨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복합 

시스템, 나아가서 비즈니스 로세스, 조직 등을 망라

하는 개념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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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키텍처 개발 방법

1) 구조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구조  분석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방법은 SADT 
(Structured Analysis and Design Technique)에서 비롯되

었다. 구조  방법에서는 Fig. 3과 같이 운용개념으로

부터 체계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 혹은 활동을 식별하

여 하향식으로 분해하여 구조화하는 것이다. 구조화된 

기능 혹은 활동을 근거로 로세스 모델, 데이터 모

델, 규칙 모델, 그리고 상태 이 모델을 작성하여 아

키텍처를 완성한다.
  로세스 모델은 운용개념에 따라 임무 달성을 

해서 체계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혹은 활동을 나타내

는 것이고, 규칙 모델은 활동이 수행되기 한 조건을 

나타낸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은 활동 간에 상호작용

을 통해서 교환되는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는 특히, 
네트워크 기반 정보체계에서 요한 요소가 된다. 각 

네트워크 노드(Node)에서 활동과 다른 노드에서 활동

과 상호 작용 간에 교환해야 할 데이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상태 이 모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체계의 

상태 이를 표 해 주는 것이다. 한편, 통합 자료사

은 모델 표  간에 용어의 일 성을 유지하기 하여 

사용된 용어를 통합 사 화 한다.
  운용개념이 작성되면 이로부터 운용개념을 구 할 

과정, 활동, 기능 등을 도출하고 체계 기능과 연계하

여 체계뷰를 표 한다. 체계 구성과 인터페이스와 연

결될 수 있도록 기술(표 ) 아키텍처를 구체화한다
[7,8].

Fig. 3. 구조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2) 객체지향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객체지향 기반 아키텍처 개발방법은 소 트웨어 공

학에서 비롯되었다. 객체지향 방법에서는 Fig. 4와 같

이 운용개념으로부터 쓰임새(Use Case)를 식별하여 과

업과 행 로 세부 으로 분해하고, 이를 련 객체와 

응시키고, 객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을 정 모델과 

행 모델로 표 함으로써 아키텍처를 완성한다.
  쓰임새 모델은 조직이 무엇을 하는가를 쓰임새(Use 
Case) 심으로 모델링하여 보여주며, 정  모델은 시

스템의 정 인 을 가시화, 명세화, 구축 그리고 

문서화한 것이다. 행  모델은 동 인 측면에서 쓰임

새, 메시지, 상호작용, 순서, 력 등을 사용하여 나타

낸다.
  배치 모델은 노드와 연결로 이루어진다. 노드는 물

리  요소로서 시스템이 실행될 때 존재하며, 일반

으로 어느 정도의 메모리와 처리능력을 갖는 산자

원을 나타낸다. 패키지 모델은 클래스(동일 종류의 

객체 집단)들을 논리 으로 그룹으로 묶는 메커니즘

이며, 모델링을 할 때 클래스와 컴포 트 에서 어

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노드에 직  존재한다면 

컴포 트를 사용하고 그 지 않으면 클래스를 사용한

다
[7,8].

Fig. 4. 객체지향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3) 아키텍처 개발 방법 비교 분석

  아키텍처 개발 방법은 구조  개발, 객체 지향  개

발, 활동 심 개발(ABM), 아키텍처 명세서 모델(ASM)
이 있으며, 이들 에서 표 으로 2가지를 살펴 보

았다.
  구조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방법은 로세스

(Process) 수행과 기능 로세스 계층  구성이 특징

이며, 객체지향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방법은 운

용요구를 묘사하고, 서비스 연결 (Service-oriented 
Viewpoint)으로부터의 데이터 추상화(Abstraction)와 상

속(Inheritance)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11].

  개발 방법에서 상 체계의 운용개념으로부터 운용

뷰(Operational View)와 체계뷰(System View)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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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때문에 운용개념에 한 개발자의 이해도가 운

용자의 수 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개발되는 체계 구

성과 체계의 성능은 운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운용환경에 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임무와 운용개념에서 운용자가 표 한 운용

뷰에서 체계뷰를 연결함으로써 운용자와 개발자가 

상 체계에 한 공통의 이해를 하게 되며, 이 때, 기

능 아키텍처를 기 으로 하여 운용뷰과 체계뷰를 연

결한다면 그 연계성은 더욱 향상되어 진다.

3. 국방 연구개발 환경 분석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획득해야 할 상 

무기체계에 한 이해 계자(운용자, 사업 리자, 개발

자) 상호간의 공통 인 이해 부분은 매우 요하다. 하
지만, 그 지 못한 실에서 지 까지의 련 연구 자

료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은 틀(Frame)을 기반으로 문

제 을 도출해 보았다.

Fig. 5. 국방 연구개발환경 분석의 틀(Frame)

가.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운용자-개발자”간 

이해도 미흡

  재 무기체계 연구개발 인 라 구축에 있어서 가

장 큰 문제는 각 기 별 상 체계에 한 이해의 정

도가 미흡한 것이다. 소요군(운용자)은 민간에 무슨 

기술이 있는지를 악하기 어렵고, 민간기 (개발자)
은 군이 무슨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다. 말하자면 획득 상무기체계 력화 달성을 한 

개발 추진에 있어 상호간 이해 정도가 미흡한 것이다. 
소요군은 운용개념을 심으로, 반면에 개발자는 체계

구조 심으로 상 무기체계를 그려 나간다는 것이

다
[2].

  따라서, 국방 연구개발사업에 한 인 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보다 실

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국방 분야의 R&D 상과 무기체계에 한 공통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

로 련기 에 해 주기 인 무기체계, 는 군이 미

래에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

는 것도 필요하다.

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운용자-개발자”간 환류 체

계(Feedback) 미흡

  연구개발 수행 차 에서 살펴보면, 진화  ROC 
용에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용하는 핵심은 

시간별 요구사항(Time-phased Requirement)의 도출과 사

용자의 환류(Feedback) 반 이다. 즉, 진화  획득 략

의 수행에서 사용자와의 지속 인 인터페이스 유지와 

환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 하고 시스템을 진화

시키기 한 핵심요소이다
[4].

  그러나, 시스템이 형화되고 사용자 계층이 다양해

질수록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 환류를 리하기 한 

노력과 비용은 더 증가한다. 특히 시스템 개발단계에

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변화가 많다면, 그것을 일일

이 조율하고 반 하기에는 무 많은 시간과 비용  

리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내와 같은 

문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상당히 큰 문제

이다.

4.「운용자-개발자」간 연계성을 한 아키텍처 

개발

  국방 획득체계를 통한 상 무기체계의 력화를 

해 운용자(소요군)가 최  소요요청을 한 이후에 사업

리자의 사업 리 활동을 거치면서 개발자는 소요군

이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나타나는 문제 으로 운용자는 운용 에서 

상 무기체계를 개념 으로 이해하고, 개발자는 체계

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통의 연결을 그

려낼 수 있는 공통 이해 역이 좁아지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 기능 아키텍처 기

반의 아키텍처 개발 방법을 제시한다.
  임무와 운용개념에서 ‘활동 분석’을 통하여 활동구

조를 그려내고, 이것을 기능 으로 분석하여 ‘기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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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텍처(Functional Architecture)’를 구 하고, 이와 연계

하여 기능을 물리  구조, 즉 체계구조로 표 하는 틀

을 Fig. 6과 같이 표 하 다. 즉, 효율 인 획득환경

에서 운용과 개발의 조합을 ‘기능 아키텍’ 심의 아

키텍 (Architecting)을 통해 활동(과업)구조와 체계(물
리)구조를 연결함으로써 운용과 체계를 연계하고자 하

는 것이다.

Fig. 6. 운용자(운용 )/개발자(체계 )에서의 상호 

연계성 표 의 틀(Frame)

가. 아키텍처 개발 방법

  구조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방법과 객체지향 

기반에 의한 아키텍처 개발 방법에 하여 시스템 엔

지니어링의 ‘S/E 로세스(요건분석-기능분석/할당-설
계조합)’를[5] 목하여 기능 아키텍처 기반에 의한 아

키텍처 개발하는 것을 Fig. 7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체계공학 차의 기능분석/할당 단계의 기능

분해를 통하여 기능  구조가 물리  구조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기존 아키텍처 개발 방법(구조  방법, 객
체지향 방법)의 운용뷰와 체계뷰에 연결하여 기능 아

키텍처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Fig. 7. 체계공학 차를 활용한 아키텍처 개발

  운용개념이 작성되면 이로부터 운용개념을 구 할 

과정, 활동, 기능 등을 도출하고 이를 하향식으로 분

해하며, 사용자 요구로부터 기능분석을 통한 기능구조 

도출과 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  계층구조 

 물리  구조가 표 되어진다.
  기능 아키텍처는 시스템 기능  성능 요건을 하향

식(Top-down)으로 분해한 것으로 상 시스템이 수행

해야 할 상 벨 기능을 분해한 논리  아키텍처이

다. 따라서, 기능 아키텍처는 시스템, 하부 시스템, 구

성품  형상품목 등으로 나타난 물리  계층구조의 

각각의 형상품목에서 수행해야할 기능으로 정의되어

진다. 그러나, 두 가지가 반드시 1:1로 응하는 것은 

아니다.
  에서 언 한 내용을 구조  개발방법에 하여 

운용 과 체계 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해 기

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방법으로 표 하면 

Fig. 8과 같다

  “기능 아키텍처(Functional Architecture) 기반 아키텍

처 개발 방법”을 통하여 소요군(운용자)의 운용개념과 

개발기 /업체(개발자)의 체계개념을 연계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다 운용자 요구에 맞는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체계(물리) 구조를 표

하고 체계개념을 도출하면서 식별된 운용개념과 상

이한 체계 구조에 하여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기

술  측면을 좀 더 반 하면서 새로운 운용개념과 활

동구조를 분석하고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운용자와 

개발자의 공통의 이해를 달성하게 된다.

Fig. 8. 기능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 방법

  기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에 한 구  

개념과 차를 표 하면 Fig. 9와 같다. 임무에서 도출



최정훈․강석

1118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6호(2010년 12월)

한 운용개념을 바탕으로 ‘활동(과업) 분석’을 하여 활

동 구조를 표 하고, 이 데이터를 역할(조직 혹은 활동 

주체)을 심으로 매트릭스 형태로 상 계를 표 하

면서 기능을 도출한다.
  활동 구조, 계층구조와 역할 심의 매트릭스를 바

탕으로 ‘기능 아키텍처’를 만들어 내며, 이것은 시스

템(구성체계)를 심으로 기능과의 계를 매트릭스로 

표 하고 체계(물리) 구조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 구조를 통해 상 무기체계의 체계 개념을 도출

한다.
  따라서, 기능아키텍처를 심으로 활동 구조와 체계 

구조를 연결함으로써 운용자는 체계를, 개발자는 활동

(과업)을 상호 이해하게 된다.

Fig. 9. ‘기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에 한 

구  개념  차

나. “기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방법” 용

 「수상함 작 수행체계」를 개발한다고 가정하고, Fig. 
9에서 언 한 차에 따라서 기능아키텍처 기반의 아

키텍처 개발을 표 해 보고자 한다.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1단계 : 활동(과업) 구조를 분석하고, ‘임무-운용개념’
을 고려한 주요 활동 계층구조화

2단계 : ‘역할-활동-기능’ 매트릭스 완성 후 기능 아키

텍처 구

3단계 : 기능을 분석하고, 주요 기능에 하여 상 시

스템을 고려하여 기능 계층구조화

4단계 : ‘시스템(구성체계)-기능-체계(물리구조)’ 매트릭

스 완성 후 체계(물리) 구조를 표

5단계 : 체계 구조를 기반으로 체계개념 도출하고, 최

 운용개념과 비교 분석(Feedback 포함)

  상 체계에 한 활동을 분석(Fig. 10)하고, 주요 활

동을 식별하여 계층구조로 표 한 후 Fig. 11과 같이 

매트릭스로 나타낸다. 그리고, 역할-활동-기능매트릭스

(Fig. 11)에서 ‘활동’에 연계되는 ‘기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Fig. 12와 같이 ‘기능 아키텍처’를 구

한다. Fig. 13의 시스템-체계-기능 매트릭스를 활용

하여 기능에 응하는 체계를 식별하여 체계(물리) 구

조를 표 한다.

Fig. 10. 활동(과업) 구조 분석

Fig. 11. 역할-활동-기능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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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기능 아키텍처(Functional Architecture)

Fig. 13. 시스템(구성체계)-기능-체계 매트릭스

  따라서, 제시한 5단계를 수행하면서 활동을 기능으

로, 그리고, 기능을 체계로 분석하면서 세부 활동에 

한 세부 체계의 연계성을 도출해 내는 기능 아키텍처 

심의 분석 틀(Frame)을 용하는 것이다.
  기능 아키텍처(Functional Architecture)를 아키텍

(Architecting)함으로써 구 된 산출물을 심으로 운용

개념(운용자, 소요군)과 체계개념(개발자)을 연결하게 

된다. 그리고, 용 를 통해서 “수상함 작  수행체

계”라는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한다면 ‘활동구조-기능분

석(기능 아키텍처)-체계구조’라는 큰 흐름으로 연계성 

있게 진행되고 공통의 이해를 기반으로 상 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
  일례로, 용 와 같이 “수상함 작  수행체계”를 

개발한다면, 작 상황에 최 의 무기를 자동으로 식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무기 식별기’를 체계 구

조에서 도출하고, 이는 ‘S3.2.1 가용무기 식별기’가 활

동구조의 ‘A3.2.1 가용무기 식별’로 연계된다.
  환류(Feedback) 측면에서, 체계구조 ‘S4.2.1 교 상황 

데이터링크 체계’는 활동구조 ‘A4.2.1 교 결과 보고’
로 feedback되는데, 함정과 작 지휘소(함 )간 실시간 

데이터링크로 상황을 동시 인식가능하다면 함정에서 

수행해야 할 교 결과보고는 문서형태 등의 복잡한 

차는 불필요하게 되며, 결국에는 함정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작 지휘소(함 )에서 ‘정보 단체계 등’의 시

스템을 통해 인식하게 된다.

5. 결 론

  국방획득 업무분야에서 이해 계자(소요군, 사업 리

자, 개발자)의 상 계는 요하다. 한편 상 무기

체계를 연구개발 추진함에 있어「운용자-개발자」간의 

연계성과 공통 이해 은 더욱 더 요하다. 상 체

계에 한 공통의 아키텍처(기능 아키텍처)를 통해서 

운용 의 활동구조 분석과 체계 의 체계(물리)  

분석을 ‘기능 아키텍처’로 연결하여 하나의 활동에 

한 기능-체계 측면의 구조  연결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운용 심의 분석과 체계 

심의 분석을 ‘기능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연계하는 아

키텍처 개발 방법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운용자는 

체계(물리) 구조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발자

는 활동(과업) 구조를 고려하게 되어 운용개념에 부합

하도록 상 무기체계의 체계 구조와 체계 개념을 완

성할 수 있게 되었다.
  ‘기능 아키텍처 기반의 아키텍처 개발 방법’을 용

하여, 소요군은 획득 상체계에 한 임무, 운용개념, 
활동(과업)구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리

자(PM)가 선행연구를 수행하면서 체계(물리) 구조와 

체계개념까지 완성해 나간다면 이후에 수행되는 개발

자에 의한 체계 개발을 통해 소요군의 요구 수 에 

부합하는 체계로 완성되어 갈 수 있다.
  향후 연구 분야로서, 선행연구단계에서 ‘기능 아키텍

처 기반의 아키텍처 구  차(5단계)’에 따라서 산출

물을 만들고, 운용과 체계의 연계성을 분석한다면 운

용자(소요군)의 요구사항이 개발자(개발업체)에게 더욱 

더 정확하게 반 될 것이며, 선행연구 혹은 이후 개발

단계에서 식별되는 체계 련 변경사항은 연결되는 운

용자 요구사항 혹은 운용개념에 충분히 향을 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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