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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xisting naval combat system, integrated management is done based on subsystems that make up the 
system. The naval combat system, however, is a large-scale distributed system made up of subsystems of diverse 
heterogeneous environments. Although each of the subsystems can be easily managed because they are on the 
same platform,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ntegrate and manage as a single entity all subsystems that make up the 
naval combat system because the heterogeneous environments and distributed systems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fact, there hasn’t been a technique available to integrate and manage subsystems that make up the 
naval combat system, until now. In this paper, the architecture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provide the user with various services. Furthermore, a system that can manage subsystems of 
the naval combat system in an integrated way i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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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군의 수상함 투체계 개발에서부터 시작된 함정

투체계는 국내 독자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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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 다. 해군의 함정 투체계는 최 의 투능

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휘  무장을 통제하는 기

능이 통합된 자동화 투체계이다[1]. 이는 의 

발  추세에 따라 고속화, 스텔스화 되는 다양한 의 

에 해 정확한 탐지  응 능력과 동시 다발

인 투상황 하에서 함 탑재센서와 외부로부터 획

득된 정보를 종합 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해군의 함

정 투체계는 탐지, 통제, 교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하  시스템(무장통제, 표  식별 추 , 지휘통제)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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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를 들어 함정 투체계에서는 Fig. 1과 같

이 센서의 입력을 통해 을 탐지하고, 무기를 통제하

며, 교 하는 로세스를 갖는다. 이 때 탐지, 통제, 
교 은 각각의 다른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이를 통합

하여 체 기능을 완성한다
[2].

Fig. 1. Naval C4I Systems

  그러나 함정 투체계의 하  시스템들은 서로 다른 

업체에서 독립 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이에 한 

리  모니터링 방법은 구 에 의존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는 각 하  시스템들마다 서로 다른 

리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 각 시스템에서 발

생한 이벤트나 정보들을 통합 리하기 해서는 

리자의 기억이나 문서에 의한 방식으로 달되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응하기 어렵고 정보의 정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 을 갖고 있기에 각 하  

시스템에서 발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리하고 제공

해  수 있는 시스템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단

일 환경의 시스템의 경우 이를 통합하거나 리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기종 환경의 시스템

들로 구성되는 함정 투체계를 통합하여 리하는 것

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분산된 환경의 이기종 시스템으

로 이루어지는 함정 투체계의 하  시스템에서 발생

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리 시스템에서 효과 으로 

유지하고 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

스들을 정의하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효과 으로 달

할 수 있도록 계층 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다양한 에서 함정

투체계에서 발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효과

으로 하  시스템들을 통제할 수 있다.

2. 련연구

가. CIM

  CIM(Common Information Model)은 DMTF(Distributed 
Management Task Force)에서 제안하는 분산 환경에서

의 시스템 리 표 이다
[3]. CIM은 리 정보  서

비스 의미체계에 한 단일 모델을 정의하여 모든 요

소를 이 모델의 의미체계에 1:1로 맵핑한다. 하드웨어

의 상세 정보부터 서비스 구성  하드웨어에서 동작

하고 있는 소 트웨어까지 하나의 독립 인 모델로 유

지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고 이기종 

분산 환경에서 개발된 제품 간의 정보를 표 하는데 

있어서 일 성을 유지할 수 있다. CIM의  다른 장

은 모델 자체의 유연성과 확장성이다. CIM은 이를 

해 메타 모델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상세화된 정보 모델이나 하나의 분야

에 특화된 정보 모델로 확장할 수 있다.

나. AMSM

  AMSM(Application Management and System Monitoring 
for CMS Systems)은 OMG에서 해군의 함정 투체계를 

해 제정한 통합 리 표 이다
[4]. AMSM은 CIM에서 

제공하는 공통 모델을 확장한 확장 모델로 해군 함정 

투 리 시스템에 최 화된 정보 모델들을 제공한다.

다. 련논문

  국내 함정 투체계의 모든 하  시스템들을 통합 

리하는 시스템에 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야 진행되

기 시작했다. 이 의 함정 투체계의 리 시스템들은 

독립 으로 존재하는 하  시스템별로 리하는 시스

템으로 함정 투체계의 모든 하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여주지 못하 다
[2].

  [5]의 논문은 이기종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감시하기 해 네트워크 장치를 SNMP
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이기종 환경의 인터페이스를 

모니터링하기 해 BTS(Bus Terminal Server)를 에이

트 록시(Agent Proxy)로 설계함으로써 각 장비에 

한 장애 유무를 감시하고, 버스의 사용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의 경우에는 [5]의 논문을 한 단계 

더 업그 이드시킨 논문으로 네트워크 성능 측정과 네

트워크 장비를 감시하기 한 리 시스템을 구축한

다. 기존의 리 체계에 네트워크 리 표 인 SNMP
를 용하여 SNMP 매니 와 SNMP 에이 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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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들을 감시한다. 이를 해 네트워크 장비

들의 리 정보를 SNMP MIB로 정의함으로써 해결하

다. 그러나 의 연구들은 단지 함정 투체계의 네트

워크만을 리할 수 있을 뿐 시스템 체에 해서는 

리하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 투체계를 구성

하는 모든 하  시스템들을 통합 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7]의 경우에는 P2P 기반의 분산 시스템에 

한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P2PMonitor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각의 시스템에 

Alerters라는 모듈을 추가하여 각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이벤트를 P2PMonitor에 달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논문의 경우 실제 호스트에 존재

하는 P2P 애 리 이션만을 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

한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고, 하나의 호스트에 다양

한 리 상 애 리 이션이 존재할 경우 Alerters의 

확장이 필요하다. 한 P2P 시스템 이외의 이기종 환

경에서의 애 리 이션이 추가될 경우 이를 리하거

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는다. [8]의 

논문은 이기종 분산 시스템의 통합 방법과 제어 메커

니즘을 제시하 다.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기종 분

산 시스템들을 조합하기 한 정책을 제시하고, Law- 
Governed Interaction이라는 제어 달 방법을 제시하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기종 시스템을 체 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8]
의 논문에서는 시스템 통합 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통합과 리 모두에 에 을 두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애 리 이션이든 이에 

한 정보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에 

한 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조

합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함정 투체계 통합 리 시스템의 필요성

  함선에 탑재되는 투체계 시스템들은 거 하고 다

양한 컴퓨  랫폼들 상에서 조립된다. 실제로 수백

에서 수천 개의 장비들로 구성될 투체계에서 사용

될 수많은 애 리 이션들을 배치하고 제어하는 리

기법과 시스템 모니터링 기법에 한 연구는 기단

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재 한계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함선에 탑재되는 투체계 시스템들은 거 하고 다

양한 컴퓨  랫폼들 상에서 조립됨

∙수많은 응용 로그램들이 다수의 컴퓨  랫폼에 

히 배치하기가 어려움

∙이들 컴퓨  랫폼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응용

로그램을 리함

∙시작/종료와 같은 응용 로그램 리의 기본 형식

조차 일 되어 있지 않음

∙QoS를 한 응용 로그램의 상세 제어 방안이 존

재하지 않음

∙ 재 시스템의 상태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음

∙ 체 시스템을 리하기 어려움(다수의 시스템 리

자 필요)

  이러한 한계 에 의해 애 리 이션 개발자와 랫

폼 통합자 나아가 시스템 리자에게 많은 부담이 주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투체계 반을 아우르는 표  통합 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함정 투체계를 한 정보 모델 기반

의 통합 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통합 리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다양한 하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함정 투체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하  시스템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다양한 형태의 서

비스로 조합한다. 이 서비스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Fig. 2.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iagram

4. 정보 모델

  본 논문의 함정 투체계를 한 통합 리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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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제어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정보 모델은 하드웨어의 랫폼이나 소 트웨어의 종

류에 계없이 독립 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리한다. 이 게 리된 정보는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

로 통합 리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

용자에게 제공된다. 정보 모델은 실제 시스템의 하드

웨어  동작하고 있는 소 트웨어와 1:1로 맵핑된다.

Fig. 3. Mapping between the Information Model and the 

Actual System

  Fig. 3은 정보 모델과 실제 리 상이 되는 시스

템의 하드웨어와 동작 인 소 트웨어 간의 맵핑 

계를 나타낸다. 통합 리 시스템의 정보 모델은 실제 

동작하고 있는 로세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pplication Model, 동작되지 않은 애 리 이션의 정보

를 가지고 있는 Application Specification Model, 하드웨

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Hardware Information Model 
그리고 애 리 이션이 어떤 하드웨어에서 동작하고 

있는지에 한 배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pplication 
Deployment Model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

로 함정 투체계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에 한 정보를 유지  리할 수 있다.
  여기서 애 리 이션 모델은 여러 소 트웨어들을 

하나의 논리 인 그룹으로 하나의 애 리 이션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애 리 이션 그룹으로 묶이

는 소 트웨어들은 서로간의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갖

게 된다. 이들은 크게 시작 의존성과 종료 의존성으로 

나  수 있다. 이는 특정 소 트웨어가 시작된 후에 

다음 소 트웨어가 시작되거나 특정 소 트웨어가 종

료되면 련된 소 트웨어가 종료되어야 함을 나타낸

다. 따라서 정보 모델에서는 이러한 의존성 계를 나

타내고 소 트웨어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다. 다음 Fig. 4는 의존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애

리 이션 정보 모델을 나타낸다.

Fig. 4. Dependency and Interaction between Software

5. IMMS-CMS

  본 논문에서 구 하는 함정 투체계를 한 통합 

리 시스템은 함정 투체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  

시스템들을 리하고 모니터링하기 한 시스템이므

로 IMMS-CMS(Integrated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for Combat Management System)라 칭한다. 본 

장에서는 IMMS-CMS를 한 아키텍처 설계  실제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는 방법에 해 기술한다.

가. IMMS-CMS 시스템 아키텍처

  본 에서는 IMMS-CMS을 구 하기 해 Fig. 5의 

아키텍처를 제시한다. 이 아키텍처는 정보 모델을 이

용하여 다양한 분산 환경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을 하

나의 시스템에서 리하는데 유용하도록 구성하 다. 
이를 해 IMMS-CMS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정보 모델을 이용한 다

양한 서비스를 구성하여 효과 으로 사용자에게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 다.

1) 클라이언트 계층(Client Layer)

  클라이언트 계층은 IMMS-CMS에서 사용자에게 다양

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이다. IMMS-CMS 
내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보 모델들을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분산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애 리 이션들

을 제어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

공한다. 한 기존의 다른 애 리 이션이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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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통합 시스

템을 확장할 수 있다.

Fig. 5. IMMS-CMS System Architecture

2) 서비스 계층(Service Layer)

  서비스 계층에서는 IMMS-CMS에서의 다양한 소 트

웨어와 하드웨어에 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서비스 형

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각 리 상에 한 정보 

요청 서비스, 리 상에 한 모니터링 서비스, 시스

템의 구성 정보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러한 서비스들

은 클라이언트 계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 계층의 요청

을 리 계층의 기능을 조합해 수행한다. 서비스 계층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다.

∙ System Topology Querying Service : 시스템 토폴로

지에 한 질의 처리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시스템 토폴로지는 리 상이 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의 배치 정보를 나타낸다.
∙Application Control Service : 애 리 이션을 제어

하는 모듈이다. 이는 리 상 애 리 이션의 실

행, 지, 배치 등의 생명주기를 제어한다.
∙ System Monitoring Service : 시스템을 감시하는 모

듈이다. 리 상 소 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의 상태를 주기 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상태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Application Information Service : 리 상 애 리

이션 동작에 필요한 련 정보나 애 리 이션 

자체의 정보를 리하고 제공하는 모듈이다.

  재는 IMMS-CMS를 해 와 같이 4가지 서비스

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 모

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로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으로 제공할 수 있다.

3) 리 계층(Management Layer)

  리 계층에서는 IMMS-CMS에서 리 상이 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을 실질 으로 리한

다. 리 계층은 크게 소 트웨어 시스템 리 모듈과 

하드웨어 시스템 리 모듈, 로그정보 리 모듈로 나

뉜다. 소 트웨어 시스템 리 모듈은 소 트웨어들을 

실제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하

드웨어 시스템 리 모듈은 리 상이 되는 하드웨

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로그정보 

리 모듈은 시스템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 모니터링, 네트워크 상태, 에러 등)
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4) 정보 모델 계층(Information Model Layer)

  정보 모델 계층은 IMMS-CMS에서 리 상이 되는 

하드웨어  소 트웨어 시스템에 한 정보를 유지

한다. 정보 모델 계층에서는 함정 투 시스템 내부의 

각 시스템들의 애 리 이션  하드웨어에 한 정보 

모델을 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IMMS-CMS에서는 정보 모델을 이용

하여 설계하 기 때문에 리 시스템과 실제 상 시

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정보 모델만 추가해 다면 새로운 시

스템이 용된 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리

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5) 커뮤니 이션 계층(Communication Layer)

  리 상이 되는 호스트와의 통신 기능을 제공하

는 계층이다. 커뮤니 이션 계층의 인터페이스의 종류

에 따라 다양한 통신 방법으로 IMMS-CMS와 호스트 

사이의 제어  모니터링 정보를 주고 받는다. 재는 

소켓 통신(TCP/IP, UDP) 방법으로만 통신이 가능하지

만 향후에는 DDS  CORBA 등 다양한 미들웨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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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통신이 가능하게 할 정이다.

나. IMMS-CMS 설계  구

1) IMMS-CMS 정보모델의 설계  구

  본 논문에서는 AMSM 표 을 기반으로 함정 투체

계를 한 통합 리 시스템인 IMMS-CMS를 구 한

다. 그러나 AMSM 표 에서는 함정 투체계를 한 

정보 모델과 아이디어만을 제시할 뿐 실제 구  방법

에 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구

함에 있어서 Fig. 6과 같이 설계하고 구 하 다.

Fig. 6. Information Model Packages

∙Management Package : IMMS-CMS 서비스의 시작

을 갖고 있으며 동작하고 있는 모든 애 리 이션 

 소 트웨어 시스템, 호스트들을 리하며,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상태변화에 해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패키지

∙Application Package : 애 리 이션  소 트웨어 

시스템들의 정보모델을 리하고 모니터링 하기 

한 패키지

∙Application Specification Package : 애 리 이션  

소 트웨어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한 정보를 갖고 

있는 패키지

∙Application Deployment Package : 애 리 이션  

소 트웨어 시스템이 동작하는 동안의 배치 환경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

∙Application Deployment Specification Package : 배치 

환경을 모델링하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

고 있는 패키지

∙ Lightweight Logging Service Package: IMMS-CMS에

서 사용되는 Lightweight Logging 서비스들의 패키지

∙ Logical Hardware Package : 하드웨어의 정보모델을 

나타내는 패키지. 동작 인 호스트와 네트워크를 

표

∙ Logical Hardware Specification Package : 하드웨어를 

한 환경 설정 정보를 가지는 패키지

∙ Supported Application Model Package : 애 리 이

션  소 트웨어 모델을 지원하기 한 패키지

∙Utility Package : IMMS-CMS를 구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추가 유틸리티들을 정의해 놓은 패키지

∙ IMMS-CMS Service Package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애 리 이션  소 트웨어의 상태정보를 보여주

는 패키지

∙ IMMS-CMS Host Package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호

스트의 상태 정보를 보여주는 패키지

∙ IMMS-CMS Side Interface Package : IMMS-CMS에서 

호스트에 명령을 달하고 상태정보를 받는 패키지

∙Host Side Interface Package : IMMS-CMS에서 호스

트 측에서 명령을 받고 상태정보를 IMMS-CMS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패키지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구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IMMS-CMS에 연결

되어 있는 각각의 호스트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명령어를 달하여 리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

공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2개의 탭 컨트롤로 구

하여 서비스 계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서비스 계층의 확장에 따

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확장될 수 있다. 재는 리

되고 있는 애 리 이션들을 제어  모니터링할 수 

있는 IMMS-CMS SERVICE와 IMMS-CMS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들의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HOST 
MANAGEMENT로 구성되어 있다.

가) IMMS-CMS SERVICE UI

Fig. 7. IMMS-CMS Service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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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onitoring View : IMMS-CMS에서 재 리 되고 

있는 모든 애 리 이션들을 표시한다. 각 리 

상의 상태를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재 시스템들

의 상태를 제공한다.
② System Control View : ①에서 보여주는 애 리 이

션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애 리 이션의 제어

를 할 수 있다. 서비스 계층의 Application Control 
Service에 해당한다. 이 창에서 애 리 이션의 시작, 
종료를 할 수 있으며, 재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③ Specification View : 애 리 이션들의 상세 정보를 

표시한다. 서비스 계층의 Application Information 
Service에 해당한다. 이 창을 통해 애 리 이션의 

실행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④ Status Detailed View : IMMS-CMS에서 리되는 애

리 이션들의 상태 정보와 동작 호스트, 사용 메

모리와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층의 

Application Information Service에 해당한다.
⑤ Log View : 동작 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 에 발생하는 

정보를 확인 가능한 Monitoring, 네트워크 문제를 

확인 할 수 있는 Network, 실행  발생하는 에러

에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Error의 3개의 탭

으로 나 어 제공한다.

나) HOST MANAGEMENT UI

Fig. 8. Host Management UI

① Host Computer View : IMMS-CMS에 연결되어 있

는 모든 호스트들의 목록을 보여 다. 각 호스트들

의 상태 정보를 아이콘으로 보여주어 재 동작 

상태를 제공한다.

② HWUtilisation View : ①번 창에서 선택된 호스트

의 하드웨어 상태를 보여주는 창이다. 서비스 계층

의 System Monitoring Service에 해당한다. 이 창을 

통해 CPU Load, Network Load, 메모리 사용량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③ Deploy Configuration View : 선택된 호스트에서 동

작 인 애 리 이션의 목록을 보여 다. 서비스 

계층의 System Topology Querying Service에 해당한

다. 각 애 리 이션의 상태 정보와 메모리 사용량

들을 제공한다.
④ Computer Information View : 선택된 호스트의 IP주

소나 포트번호, 동작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제공한

다. 서비스 계층에서 System Monitoring Service에 

해당한다.
⑤ Computer Status View : 재 호스트의 CPU 상태, 

네트워크 상태, 메모리 상태, 하드디스크의 상태 정

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계층에서 System Monitoring 
Service에 해당한다.

⑥ Log View : 동작 에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한 

로그를 확인할 수 있다.

3) 호스트 리자 설계  구

Fig. 9. Host Architecture of IMMS-CMS

  Fig. 9는 호스트 리자의 상세한 아키텍처이다. 호

스트 리자는 IMMS-CMS와 호스트 내에서 동작하고 

있는 애 리 이션 사이에서 통신을 담당하고 호스트 

내의 모니터링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통신을 담당

하는 Host Side Interface, 호스트의 상태 정보와 호스

트 내에서 동작 인 애 리 이션의 상태 정보를 수

집하는 Status Collector, 호스트 내의 애 리 이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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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시키는 Application Executor로 구성된다. 애 리

이션은 실행 까지 통신 인터페이스가 기화되지 않

기 때문에 실행 시에는 호스트에서 실행해야 한다. 따

라서 애 리 이션의 실행 명령을 달 받았을 때는 

제어 명령을 호스트 리자에서 직  수행한다. 애

리 이션이 실행된 후에는 애 리 이션의 상태 정보

를 애 리 이션으로부터 달 받아 IMMS-CMS로 

달해주는 역할과 애 리 이션으로 제어 명령을 달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4) IMMS-CMS 동작 시나리오

가) 애 리 이션 실행  모니터링

  IMMS-CMS에서는 Fig. 10과 같이 애 리 이션들을 

실행시킨다.

  

Fig. 10. Application Execution Method

① 사용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소 트웨어 시스

템을 선택하여 실행 버튼을 른다. 이에 실행 컨

트롤 메시지가 애 리 이션 모델로 달된다.
② 애 리 이션 모델에서는 실행 시킬 소 트웨어 

시스템의 구성 애 리 이션들을 찾아 각 호스트

에 애 리 이션들의 실행 명령을 달한다.
③ 각 호스트에서는 애 리 이션들을 실행 시키고 

상태 정보를 수집하여 애 리 이션 모델로 달

한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애 리 이

션 모델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변경사항이 생

겼음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알린다.
④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업데이트 된 애 리 이

션 모델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보일 정

보들을 변경한다.

나) 시스템 에러 상황 모니터링

  IMMS-CMS에서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다가 에러가 발

생했을 경우 Fig. 11과 같이 동작을 수행한다.

Fig. 11. Operation in Case of Errors

① 실행 인 애 리 이션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② 해당 호스트는 에러가 발생한 애 리 이션과 맵

핑되는 애 리 이션 모델에 에러가 발생했음을 

알린다.
③ 애 리 이션 모델은 상태 정보를 변경하고 사용

자 인터페이스에 변경사항이 있음을 알린다.
④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변경사항이 생긴 애 리

이션의 모델의 정보를 이용하여 업데이트한다. 
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해당 애 리 이션

이 에러가 발생했음을 표시하며 사용자는 이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다.

5) 개발하는 통합 리 시스템의 장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통합 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는다.

∙ 리 상 소 트웨어  하드웨어와 독립 인 정

보 모델을 이용하여 리  모니터링 기능을 제

공 : 새로운 리 상 시스템을 추가하거나, 기존

의 시스템을 제거 는 변경하는 것이 쉬움.
∙ 서비스 계층과 실제 리 계층을 분리 : 리 기능

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러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 계층을 통해 사용

자에게 제공된다. 이 때, 단순히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통해 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소 트웨어 시스템의 의존성  상호작용 : 단순히 

개별 소 트웨어 시스템을 리하거나 모니터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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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 트웨어 시스템의 의존

성  상호작용에 해서도 고려하고, 이를 상  

개념인 애 리 이션 모델로 용함으로써 자동화

된 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이다.

6. 결 론

  함정 투체계의 규모가  더 커지고 많은 시스템

을 탑재해감에 따라 각 시스템들에 한 통합 리가 

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함정 투체계는 단

일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이 통합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함정 투체

계의 하  시스템들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표

화된 통합 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함정 투체계를 한 통합 리 시스템인 IMMS- 
CMS를 구 한다. IMMS-CMS에서는 함정 투체계에서 

리 상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를 한 정보 

모델을 이용한다. 이 정보 모델은 실제 시스템과 독립

인 방법으로 리되기 때문에 이기종 환경의 향을 

받지 않고 함정 투체계의 모든 시스템들에 한 통합 

리를 수행할 수 있다.
  한 정보 모델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리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구 하 다. 
이를 통해 정보 모델을 통한 다양한 조합의 서비스를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

한 다양한 의 서비스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함정 투체계의 모든 시스템들을 통

합 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를 해 시스템들

을 통합하고 리하는 에서 구 하 기 때문에 각 

시스템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나 오류에 해서

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향후에는 함정 투체계 

내에서 Load Balancing과 Fault Tolerance를 용할 

정이다. 이를 통해 통합 리 시스템을 구 하여 함정

투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를 방지하고 하나

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시스템으로 체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계약번호 UD090017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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