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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데이터링크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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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stems Interoperability Test and Evaluation System(SITES) is an T&E support tool for both information 
system and weapon system. The SITES was developed by reference to the Level of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LISI) in US. We use the tool via MND Broad convergence Network(BCN) in order to assess 
information system's interoperability. Nowadays, there are many ongoing researches on expanding assessment 
capability into weapon systems. As part of those research topics, this paper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actical 
data-link messages which is the way to exchange the information among the weapon systems, and reflect that 
characteristics in interoperability lev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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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호운용성이란 “서로 다른 군, 부  는 체계 간 

특정 서비스, 정보 는 데이터를 막힘없이 공유, 교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1].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체계들은 합동·연합 작 의 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다. 따라서   미래 장에서 성공 인 작  운

용을 해서는 정보체계  무기체계가 유기 으로 상

호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수 이다
[1～4].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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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민간의 업무 처리 체계와 매우 유사하여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비교  수월하지만[5～8], 이

더, 미사일 같은 탐지타격체계(이하 무기체계)의 경우 

임베디드 시스템이 갖는 제약 사항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용개념  기능 요구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체계 인 연구가 필요하다
[9].

  재 우리 군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 사업청, 
각 군 본부 등에서 한국군의 다양한 체계들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해 상호운용성 련 규정  지

침들을 지속 으로 제정, 개선하고 있으며, 체계 개발 

단계에서 개발 시험평가(DT : Developmental Testing & 
Evaluation)와 운용 시험평가(OT : Operational Testing 
& Evaluation)의 일부로서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시험

하고 있다
[1～4]. 상호운용성의 확보는 상기한 시험평가 

단계뿐만 아니라 체계 획득  순기에서 반복 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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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일 성 유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한 상호운용성 평가 도구인 SITES를 개발 

 운용하고 있다[5,6].
  상호운용성 평가는 크게 상호운용성 수 평가와 시

험평가로 구분된다. 상호운용성 수 평가란 LISI 모델
[10]에 기반을 두어 획득단계별로 체계 자체 는 상호

운용되는 체계 간의 상호운용성 수 을 평가하는 일

련의 차이고,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란 개발  운용 

시험평가의 일부로서 상호운용성 련 요구사항에 부

합하는지를 개발시험과 운용시험에서 확인하는 차

이다
[1]. 상호운용성 수 평가는 평가 상체계를 구

하기 해 선택된 표   제품 는 따르는 규정  

지침 등(이하 구 옵션)으로부터 체계 는 체계의 

이 확보한 상호운용성 련 능력을 식별하고 이로부

터 상호운용성 수 을 도출하는 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반면 상호운용성 시험평가는 평가 상체계가 타 

체계와 연동하기 하여 구 한 소스코드로부터 테스

트 이스를 도출하고, 각 테스트 이스 별 수행  결

과분석을 통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재 국방 체계 획득과 련된 지침  편람에서는 

신규개발, 성능개선, 구매의 상이 되는 모든 체계들

을 SITES 수 평가 체계를 이용하여 각 획득단계별로 

목표로 하는 일반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제시하

고 개발하도록 규정하여 획득단계의  순기에서 일

성 있는 상호운용성 확보 노력을 구하고 있다. 
재 국방망을 통해 서비스 인 SITES 수 평가 체계

는 정보체계를 상으로 개발되어 운용 이며, 무기체

계에 한 수 평가 기능은 연구 개발 에 있다.
  무기체계 간의 상호운용은 주로 술데이터링크 

문의 생산  처리를 통해 수행되므로, 상호운용 상 

체계 간에 문이 원활한 교환 여부를 평가하는 것에 

을 맞추어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방안에 한 연

구가 진행 이다
[5]. 재 군에서는 합참  육·해·공

군, 용도별로 다양한 종류의 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

고 있고 신규 술데이터링크 체계들이 개발 에 있

어 신뢰성과 일 성을 갖는 수 평가 도구  시험평

가 지원 도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와 련된 연구의 일환으로 술데이터링크 문

(이하 문)을 활용하여 무기체계로 평가 역을 확장

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기능과 술데이터링크 문 

명세 기반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기술에 하여 각 평

가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이 제시된 바 있다
[11]. 그러나 이는 문기반 수 평가 

 시험평가의 각 기술이 완성된 상황에서 수 평가 

도구  시험평가 도구의 연동에 을 맞추고 있어, 
술데이터링크 문의 특징을 어떻게 각 기술에 반

하여 구 할지에 한 구체 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환경에 맞는 무기체

계 상호운용성 확보를 하여 한국군이 사용하는 

술데이터링크 문들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기능을 제시한다.

2.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 평가

가. 한국군 무기체계 상호운용 방식

  한국군의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 방식은 주로 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16]. 문이란 무기체계의 

임무의 따라 무기체계 상호간 주고받아야 하는 정보들

을 달하고 해석하기 쉽도록 규약을 맺어 만든 메시

지이다. 한국군의 기 운용 인 무기체계들은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이 필요한 경우에 상호 의를 통해 정의

한 문들을 활용한다. 이러한 상호 의를 통해 정의

한 문들은 인터페이스 통제 문서(ICD : Interface 
Control Document)에 정의되어 체계 기능 개발에 이용

되고 있다. 한 한국군은 미군과 유사하게 각 군별로 

해당 군에서 필요한 문들을 선택하여 표 화 작업

을 진행 이며 향후 개발하는 모든 체계들은 표 화

된 문을 이용하여 상호운용을 할 정이다
[15,16].

  각 무기체계 간 문을 통한 상호운용 황을 살펴

보면 육군의 경우 지상 술C4I체계(ATCIS : Army 
Tactical Command Information System)를 심으로 

치보고 속장치(PRE : Position Report Equipment), 무

인정찰기(UAV : Unmanned Aerial Vehicle), 포병 탐

지 이더(TPQ-36/37), 사격지휘체계(BTCS : 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 고도 탐지 이더(TPS-830K), 
지상감시장비 RASIT(TPS-224K, Radar Surveillance 
Intermediate Terran), 탐지  방해장치(ES/EA : 
Electronic warfare Support/Electronic Attack)등이 다양한 

문 포맷을 통해 상호운용되고 있고, 력화 정 무

기인 차기보병 투장갑차, 차기 차 등이 향후 함께 

연동될 정이다
[13,14]. 공군  해군도 육군과 유사하게 

한국해군 술데이터체계(KNTDS : Korea Navy Tactical 
Data System)  앙방공통제소(MCRC/SAADS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Second Automated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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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System)를 심으로 각 군의 무기체계들과 상

호운용을 하여 작 을 수행하고 있다[13,14].

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수 평가 련연구

  한국군의 상호운용성 수 평가 역을 정보체계에서 

무기체계로 확장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다각 인 노

력이 진행되고 있다
[17].

  첫째, 상호운용성 평가 기 단 의 세분화 방안이다. 
기존 SITES 수 평가는 구 옵션의 채택 유무 여부로 

체계 간 상호운용성 수 을 평가하 는데 이는 표 의 

구 을 한 상세한 고려사항을 반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해하는 요소로 지 되어 왔다. 이

를 보완하기 하여 실제 구 한 표 들을 용방법

(Practices) 수 에서 체계 로 일링을 수행하고, 체계 

간 수여부를 표  단 가 아닌 상세 내용 단 로 비

교함으로써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은 문을 심으로 이

루어진다는 에 착안하여 체계 간 문 구  황을 

비교하는 기법이 연구되었다. 이 기법은 SITES의 구

옵션  KVMF, Link-16, Link-11, MTF, ISDL, TADIL 
등의 문  체계 간 약을 통해 맺어진 ICD를 기

으로 하여, 체계 간의 활용 문들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수행된다. 각 체계에 하여 상호운용 상 체계

와의 문의 구 에 있어 공통 과 차이 을 비교하는 

것은 원활한 작  운용을 해 보완되어야 하는 문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상호운용성 수 을 평가함에 있어 구 옵션 

간의 서로 포함하거나 상충하는 계를 반 하는 ‘수
평  임계규칙’이 제시되었다. 기 정의된 기법인 ‘수직

 임계규칙’은 같은 속성 내에 있는 능력의 계가 

포함 는 상충인 경우, 하나만 채택이 되도 자동으로 

능력을 만족했다고 인정하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서

로 다른 수 의 구 옵션에 한 계를 정의할 수 있

지만, 서로 다른 속성의 구 옵션에 해서는 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하나의 구 옵션을 선택하면 항

상 채택되는 계 등을 반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수

평  계의 정의는 사용자의 응답 착오를 방지하여 

상호운용성 수 평가의 정확성을 향상하 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술 데이터 링크를 사용하

는 무기 체계들은 일반 으로 연동을 해 우회 연동 

체계를 사용하며, 이 사실을 체계 간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에 반 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3. 문 특성을 고려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본 논문에서는 체계가 상호운용에 활용하는 문의 

특성을 크게 ‘ 문 세트’, ‘ 문의 방향성’, ‘ 문의 변

환성’ 세 가지로 규정한다.
  문 세트는 문 표 에서 정의하고 있는 메시지 

포맷들의 부분 집합을 의미하며, 이는 각 체계가 문 

표 에 기술된 모든 메시지 포맷을 구 하는 것이 아

니라 필요에 의해 일부만 채택하여 구 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문의 방향성은 문은 한 체계가 생성하여 

송신하면 다른 체계가 수신하여 처리하는 흐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에 한 체계 서로 간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는 상호운용성 확보에 요한 요

소라 할 수 있다.
  한 문은 메시지 계기술에 의해 변환되어 다른 

문을 활용하는 체계가 활용할 수도 있고, 는 같은 

문을 쓰더라도 메시지 계기술을 구 하지 않는 경

우 활용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문을 활용하

는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수 평가에 있어 요한 특

정이다.
  본 장에서는 상술한 세 가지 문의 특성을 고려하

기 하여 상호운용성 수 평가가 진화 발 하기 한 

구체 인 방안을 제안한다.

가. 문 세트를 반 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기존의 SITES 수 평가 체계는 구 옵션 기반의 상

호운용성 수 측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보체계의 

경우 체계개발에 사용하는 기술표 만으로도 상호운

용성 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체계의 경

우 부분 체계 간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통하여 자료

를 공유한다. 문을 통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Fig. 1의 흰 부분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문 표 에 기록된 체 메시지 포맷, 즉 모든 문 세

트를 생성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련 기능이 구

되어 있는 경우가 보편 이다.
  이와 달리 무기체계의 경우는 정보체계에 비해 매우 

은 컴퓨터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문 표 에 기

술된 포맷 에서도 운용 개념상 체계 간에 꼭 필요한 

몇 개의 포맷과 련된 기능만을 구 하는 경우가 일

반 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체계 간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산출하는 경우 정보체계와 무기체계의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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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정보체계의 경우 체계 

간에 공통된 문 표 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에 해당하는 두 체계 간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이 만족

된다. 표 에 기술된 모든 내용에 해서 련 기능이 

구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기체계 간에는 Fig. 1
에서 회색부분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각 체계가 구

비한 문 세트의 구  여부를 상세히 비교하여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단하게 된다.
  이처럼 문 표 에서 상호운용성 평가의 기  단

를 문 표  자체에서 표 을 구성하는 문 포맷 단

로 세분화 하고 범 를 한정하는 방안은 앞서 소개

한 연구
[17]의 일환으로 재 개발 에 있다.

Fig. 1. 문 세트를 이용한 수 측정

나. 문의 방향성을 반 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체계 간에 ICD를 통해 어

떠한 문을 교환할지를 체계의 운용개념에 맞게 상

호 합의하고 규정한다. 이는 문을 어느 체계에서 생

성하고 어느 체계에서 처리할 지에 한 역할 분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를 들면 체계, 체계 모두 

문의 문 포맷을 구 하더라도, 체계는 

을 생성하여 체계로 보내주고, 체계는 체계로부

터 을 수신하여 처리한다는 에서 구분된다. 기

존의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는 이러한 방향성에 

한 고려 없이 체계와 체계가 모두 문 을 구

비한 경우 해당 능력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계

를 갖고 있었다. 본 에서는 이와 같은 문의 방향

성을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에 반 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기존 체계에서의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평가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자가 일반 상호운

용성 로 일이 존재하는 두 체계를 선택하면, SITES 

수 평가 체계는 두 체계의 공통 구 옵션을 추출한

다. 추출된 공통 구 옵션은 상호운용성 능력모델의 

각 셀에 해당하는 능력 트리에 입되어 능력만족규

칙, 수직 임계규칙 등의 용을 통해 셀의 만족 여

부를 단하기 해 사용되고, 이러한 셀들의 만족

계로부터 최종 으로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이 도출된

다
[18].

  문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도출하기 해서는 각 체계의 일반 상호운용성 로

일을 구축하는 단계의 상호운용성 질의서 작성 방

법이 수정되어야 한다. 체계에 한 일반 상호운용

성 로 일을 생성하기 하여 상호운용성 질의서를 

작성할 때, 문과 문 포맷을 선택한다고 가정하

자. 사용자는 각 문 포맷에 하여 ‘생성’, ‘처리’, 
는 ‘생성  처리’의 유형을 선택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상호연동 상체계를 선택한다.
  이와 같이 작성된 방향성을 고려한 질의응답 내역

은 체계의 자체 인 일반 상호운용성 수 을 도출

할 때는 사용되지 않지만, 상호연동 상 체계와의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도출할 때에는 체계에서 

수신하기로 한 문 포맷을 체계에서 생성하는지, 
체계가 생성하기로 한 문 포맷을 체계가 수

신하는지를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이와 같은 확인은 

체계 뿐 아니라 체계에 해서도 같이 수행

된다.
  체계와 체계에 하여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모든 문 포맷에 각각에 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비로소 체계와 체계가 구

옵션 문을 이용하여 상호운용성을 수행한다고 

단할 수 있으므로, 문에 해당하는 능력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문의 방향성을 고려한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의 주요 개념이다.
  만약 서로의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 를 들면 

같은 문 포맷에 하여 서로 생성하기만 하고 처

리하지 않는 경우, 는 처리하기만 하고 생성하지 

않는 경우, 는 한 체계만 요구하고 다른 한 체계

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문을 사용한 상호운

용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단하여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 시 문은 공통 구 옵션으로 반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을 특정 상호운용성 수  도출에 반

하기 해서는 공통 구 옵션을 구하는 과정을 수정

해야 하며, 이에 한 알고리즘은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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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계의 모든 구현옵션을 구하고 이 집합을 라 한다.

2. 에 속한 모든 전문을 포함하는 집합을 라 한다.

3.체계의 각 전문 (∈)에 대하여 체계 와의 데

이터 교환을 위하여 생성하는 전문 세트를 , 처리

하는 전문 세트를  라 한다.

4.체계에 대하여 1~3 과정을 반복하고 ′, ′, ′′,
′′를 구한다.

5.전문을 제외한 구현옵션에 대하여 공통 구현옵션 집합 

를 구한다.

 ∩′′
6.전문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전문 집합 를 구한다.

∩′
 :   ′이고   ′를
만족하는 의 집합, ∈

7.체계와 체계의 공통 구현옵션으로 ∪를 반환

한다.

Fig. 2. 문의 방향성을 고려한 공통 구 옵션 획득 

알고리즘

다. 문간 변환성을 고려한 상호운용성 수 평가

  [17]에서는 서로 다른 술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체계 간에 우회연동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수 평가에 반 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러

나 우회연동체계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계(Data 
Forwarding) 기술에 의하여 이기종 문 간의 교환이 

가능하다. 데이터 계란 한 형태와 링크 로토

콜을 사용하여 하나의 디지털 데이터링크로 데이터를 

수신하고, 다른 디지털 데이터링크로 형태를 변환하여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문 간의 변환 계를 

Fig. 3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에서 →로 

중계
Link-A Link-B Link-C

Link-A 중계 표준 001 중계 표준 002 중계 표준 003

Link-B 중계 표준 002 N/A 중계 표준 004

Link-C 중계 표준 003 중계 표준 005 N/A

Fig. 3. 데이터 계 응 계표

  Fig. 3의 2행 3열과 같이 서로 다른 술데이터링크

를 사용하는 경우, ‘ 계표  002’를 활용하면 서로 

간에는 각자의 술데이터링크를 이용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를 들어 LINK-16과 LINK-22는 ‘STANAG 
5616 표 ’의 데이터 계 기술에 의하여 상호 변환을 

통한 문 교환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Fig. 3의 2행 2열의 ‘ 계 표  001’처럼, 같은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계 기술이 필요

한 경우가 있다. Link-16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망이 

두 개가 있는 경우, 같은 정보를 갖는다 하더라도 망 

내부에서 유통되는 문과 망 외부에서 유통되는 

문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망 간의 정보 교환을 

해서는 ‘MS6020 표 ’에 기술된 데이터 계가 이루

어져야 한다.
  재의 수 평가 체계에서는 서로 다른 문을 사

용하는 체계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하여 데이터 

계 표 을 구비하 더라도 체계 간의 공통 구 옵션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이 

실보다 낮게 평가되고, 는 공통 문 표 이지만 데

이터 계 기술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통 

구 옵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호운용성 

수 을 산출하여 실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 한계

로 지 된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사용하

는 술데이터링크의 종류  이들의 계 계를 

Fig. 3과 같은 테이블 형태로 정리하고, 체계가 이런 

형태의 정보교환을 하여 변환기능을 구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무기체계 간 특정 상호

운용성 수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데이터 계 표 이 갖고 있는 문 세트 간 변환

에 한 계 규칙(Forwarding Rule) 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   (1)

 
←   (2)

   , 는 체계를,  , 는 각 체계가 구 한 

문의 개별 문 번호를, 는 계 표 을 의미하고, 
→와 ←는 각각 체계를 기 으로 송신과 수

신시의 계 규칙을 의미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앞 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체계 

간에 공통의 구 옵션을 추출하는 부분을 수정함으로

써 구 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방향성과 변환성을 모

두 고려하여 수정된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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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체계의 모든 구현옵션을 구하고 이 집합을 라 

한다.

 2. 에 속한 모든 전문을 포함하는 집합을 라 한다.

 3.체계에 속한 모든 데이터 중계 표준 중 체계 와

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표준 집합을 라 한다.

 4. 에 속한 전문 중 에 속한 데이터 중계 표준에 의

해 변환되어 송신되는 전문 또는 수신되어 변환되는 

전문의 집합을 라 한다.

 5.체계의 각 전문 (∈)에 대하여 체계 와의 데

이터 교환을 위하여 생성하는 전문 세트를 , 처리

하는 전문 세트를  라 한다.

 6. 에 속한 전문 세트 , 에 에 속한 모든 데

이터 중계 표준의 각 중계 규칙을 적용하여 확장 전

문 세트 
′ ,

′ 를 구한다.


′ →  


′ ←  

∈ ∈ ′∈′ ∈ ∈

′ ∈′  ′ ∈′ 

 7.체계에 대하여 1~6 과정을 반복하고 ′, ′, ′, 
′, ′′, ′′ 및 ′ , ′ 를 구한다.

 8.전문을 제외한 구현옵션에 대하여 공통 구현옵션 집

합 를 구한다.

 ∩′′
 9.중계 규칙과 무관한 전문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전문 집합 를 구한다.

 ∩′′
 :   ′  이고   ′를
만족하는 의 집합, ∈

10.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전문 집합 를 구한다.


′ ′′ 이고 

′ ′′
11. 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전문 집합 를 구한다.

′   이고 ′ 
12.체계와 체계의 공통 구현옵션으로 ∪∪∪

를 반환한다.

Fig. 4. 데이터 변환을 고려한 공통 구 옵션 획득 알

고리즘

  수정된 알고리즘의 핵심은 각 체계가 구비한 문 

세트의 범 를 계 규칙에 의하여 확장한다는 사실

이다. 확장된 문 세트는 각 체계가 실제로 갖고 있

진 않지만, 계 규칙에 의해 생성 는 처리할 수 있

다는 사실을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에 반 하기 

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문 세트의 확장은 각 체계

가 구 한 문 세트의 모든 개별 문 포맷에 하

여 ‘생성하여 송신하는 문’인지 는 ‘수신하여 처

리하는 문’인지를 구분하고, 각각 계 규칙 (1)식과 

(2)식에 입하여 추가로 구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Fig. 4 알고리즘의 6단계).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문을 매개로 상호운용을 하

는 모든 체계에 하여 앞서 제시한 문 세트, 문

의 방향성, 문의 변환성을 모두 반 하여 특정 상호

운용성 수 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정보체계

에서 무기체계로 상호운용성 수 평가의 범 를 확장

하는 핵심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라. 문의 방향성과 변환성 분석 지원 산출물

  LISI 모델은 다수의 체계가 갖는 데이터 속성의 구

옵션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비교 테이

블(Data Comparison Table)과, 체계 간 입출력 요구사

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상호연동 요구사항 테이블

(Interconnection Requirement Table)을 규정하 다. 본 

에서는 다수 체계들 간의 문  문 포맷에 

한 상호 요구를 문의 방향성과 변환성 에서 쉽

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SITES 수 평가 

체계 산출물을 제안하며, ‘ 문 비교 테이블’이라 정

의한다(Fig. 5).

↓가 →로 

요구
체계 체계 체계

체계
K.1 (생성)

K.2 (처리)

K.3 (생성)

K.2 (처리)

체계
K.1 (처리)

K.2 (생성)

K.4 (생성)

K.5 (처리)

체계
K.3 

(생성&처리)

K.3 (생성)

K.5 (처리)

Fig. 5. 문 비교 테이블

  Fig. 5에서의 2행 3열의 의미는 ‘체계가 체계에

게 을 생성하고, 를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

다. 즉 체계가  포맷의 문을 생성하면, 체계

가  포맷의 문을 수신 받아 ‘처리’하고, 체계

가  문을 처리하기 하여, 체계가  문을 

‘생성’하여 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행 2열의 의미는 ‘체계가 체계에게 을 처

리하고, 를 생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다. 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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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을 생성하면, 체계가  포맷의 

문을 수신 받아 ‘처리’하고, 체계가  문을 처

리하기 하여 체계가  포맷의 문을 ‘생성’하
여 송신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체계와 체계는 서로의 요구사항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 셀은 녹색으로 표시한다. 
체계와 체계는 에 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이 

부분 으로 일치하지만 다른 문 포맷에 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게 부분 인 일

치가 존재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체계와 

체계는 모든 요구사항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붉은색

으로 표시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셀의 색깔은 

왼쪽 에서 오른쪽 아래로 그어지는 각선을 기

으로 칭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문 비교 테이블은 문의 방향성뿐만 아

니라 문의 변환성 한 표 할 수 있다. 를 들어, 
체계는 문를, 체계는 문를 구 하 고, 
각자 문와 문 간의 데이터 계 표 을 구비

하 으며, 체계에서의 계 규칙은 을 로 변

환하는 것을 정의하고, 체계에서의 계 규칙은 

를 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Fig. 6에서

는 이와 같은 가정 하에서의 문 비교 테이블을 나

타낸다.

↓가 →로 요구 체계 체계

체계
K.4 (생성)

K.5(처리) → 

V.7(처리)

체계
V.3(처리) → 

K.4(처리)

V.7 (생성)

  Fig. 6. 서로 다른 문을 갖는 체계의 문 비교 

테이블

  체계는 문를 구 한 체계에게 문를 생

성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체계는 문를 

구 한 체계에게 문를 생성하거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데이터 변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경

우 서로의 상호운용 요구사항이 불일치한다고 단하

게 된다. 그러나 체계와 는 가정한 바와 같이 데

이터 계 표 을 갖고 있으므로 타 체계로부터 받은 

문을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문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다.
  2행 3열에서 체계는 체계에게 자신이 생성한 

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체계 입장에

서는 계 규칙에 의하여 를 로 변환하여 처

리할 수 있으므로 을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과 같다. 3행 2열에서 체계는 체계에게 을 생

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서로의 상호운용 요구가 일

치한다 할 수 있다. 와 의 계도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모든 상호운용 요구사항이 일치하

므로 셀은 녹색이 된다. 문 비교 테이블의 셀에 

한 분석 알고리즘은 Fig. 7과 같다.

각 셀(,) 및 셀 에 대하여,

1.체계가 체계에게 '생성'을 요구한 전문 세트의 집합

을 라 한다.

2.체계가 체계에게 '처리'를 요구한 전문 번호에 대하

여 체계가 갖는 데이터 중계에 의하여 변환하여 처리

하는 전문 세트를 구하고 이 집합을 라 한다.

3.셀  에 대하여 1, 2항에 해당하는 집합을 ′, ′
라 한다.

4.   ′ and′이면 녹색, ∩′∪∩′ ∅
이면 붉은색, 그 외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셀의 색을 

정의한다.

Fig. 7. 문 비교 테이블 셀 분석 알고리즘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호운용성 수 평가의 범 를 정보

체계에서 무기체계로 확장하기 하여, 단기 인 

구 옵션을 술데이터링크의 문 표 에 을 맞

추고 이들의 방향성과 메시지 계 기술에 의한 변환

성을 특정 상호운용성 수 평가에 반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그리고 이에 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한 새로운 산출물인 ‘ 문 비교 테이블’을 정의하

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정보체계에서 무기체계로 상

호운용성 평가 상의 범 를 확장하 을 뿐만 아니

라, 실제로 체계를 연동하여 시험하여 측정한 상호운

용성 시험평가 결과와 질의  응답 과정만을 통해서 

얻은 상호운용성 수 평가 결과의 차이를 좁힘으로써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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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체계 는 체계 간의 상호운용성 수 은 신규 체

계의 상호운용성 소요 도출, 체계 간 상호운용성 진단 

 안 제시, 체계 개발  상호운용 요구사항 비교

를 통한 사  검증, 향후 연구개발 정인 상호운용성 

시험평가와의 연동 등 그 활용 범 가 다양하다. 따라

서 상호운용성 수 의 범 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

은 국방 체계의 반 인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수 으

로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술이 이에 이바지

할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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