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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Paper: 

요 약

국방 정보분야의 효율·효과적인 개발 및 운용을 위해 통합

과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가 요구된다. 상호

운용성 표준화 기술은 전사적 아키텍처 기반 상호운용성 조

정·통제, 플랫폼 중심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통운용환

경 및 데이터공유환경 구축에서 시작하여, 현재에는 네트워크

중심 환경에 적합한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기

반 상호운용성 증진 전략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군

의 경우 단일체계 관점에서 복합체계 관점으로 확대 적용을 위

하여 기존의 공통운용환경 및 데이터 공유환경을 SOA 기반의 

NCES(Net-Centric Enterprise Service)로 전환을 추진해왔

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미 육군 수준에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각 객체를 컴퓨팅 환경으로 구분하여 육군 차원의 공통운용환

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방 공통운용환경의 동

향을 미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Ⅰ. 서 론

현대 각 정보체계들은 전사적(enterprise)으로 통합하여 운영

하는 통합체계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체계

를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정보체계간의 조정·통제가 미

흡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운용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1].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각 정보체계가 제각기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고 획득됨에 따라 상호운용성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는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및 통합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운용

환경(COE: Common Operating Environment) 개발을 추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네트워크중심전

(NCW: Network Centric Warfare)의 사상에 입각한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최근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통운용환경 분

야 역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의 수준에 머

무르고 있으며 NCW 환경에 적합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실상

이다[2].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국방 공통운용환경의 일반사항을 

살펴본 후, 미 국방부의 공통운용환경 발전동향을 국방부 및 육

군 차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끝으로 미 국방의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무리하도록 한다. 

 

Ⅱ. 국방 공통운용환경 일반

1. 국방 공통운용환경 개요

국방 공통운용환경이란 정보체계 간 상호운용성, 이식성, 확

장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일련

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아키텍처, 개발전략 및 접근법, 재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집합, 소프트웨어 기반구조, 표준 

및 가이드라인의 집합으로서 국방정보체계의 엔터프라이즈 공

통 활용과 재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소프트웨어의 생산

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참조모델이다. 또한 상

호운용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아키텍처와 접근방법이며 

최소한의 확장이 가능한 보안 아키텍처와 보안 서비스를 가지

고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환경을 

의미한다. 

국방 공통운용환경은 그 시초라 할 수 있는 미 국방부의 지휘

통제시스템에 대한 단순한 관찰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대부분

의 지휘통제시스템은 유사하면서 동일한 기능들(지형도식, 경

로추적,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가지고 있으나, 각 기능들을 제

각기 개발 및 획득하고 있다는 문제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다. 공통기능을 식별 및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플랫폼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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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면, 동일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가능해져 비용(시간, 예산 등) 절감의 효과뿐만 아니

라, 정보체계간 상호운용성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목적

의식에서 공통운용환경의 개발 및 적용이 추진 된 것이다. 

2. 국방 공통운용환경 발전과정 개요

<그림 1>에서 한·미의 국방 공통운용환경 발전과정을 대략

적으로 표현하였다. 

초기 미 국방부의 공통운용환경은 DII COE(Defence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E)로부터 RT COE(Real Time COE) 및 

WS(Weapon System COE)로 진화하였으며, 이후 NCW 및 

GIG(Global Information Grid) 사상과 체계의 등장으로 인해 

11개의 핵심서비스로 구분되는 SOA 기반의 NCES로 통합 발전 

중에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 육군의 경우 독자적으로 FCS(Future Combat 

System)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에 적합한 SOSCOE (System of 

Systems COE)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나 FCS 사업 자체가 난항

을 겪고 있으며, 단위 사업에 국한된 공통운용환경 구축에서 탈피

하여 육군 전체를 포괄하는 공통운용환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우리 국방부도 C4I 체계에 대한 공통운용환경 구축의 필요성

을 인식하여 국방 공통운용환경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 식별방

안, 소요기술, 모델링 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 등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며, 미 RT COE를 기반으로 작성된 ‘국

방 COE 아키텍처’와 2012년 발간 된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

시’가 존재한다. 

<그림 1>에서 표시한 순으로 국방 공통운용환경의 동향을 살

펴볼 것이며, 가장 최신의 경향이라 볼 수 있는 항목으로서 붉

은 실선으로 표시한 미군의 NCES와 Army COE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Ⅲ. 국방 공통운용환경 동향

1. 초기 공통운용환경

1.1 DII COE(1995~2004)

미 국방부는 1996년 정보, 통신,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의사

결정, 지원 기능 등을 망라하여 전지구지휘통제체계(GCCS: 

Global Command & Control System)를 구축하였는데, 이 중 

C4ISR과 정보체계 분야에 적용되는 DII COE를 DISA(Defence 

Information System Agency) 주관으로 1995년부터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DII COE는 <그림 2>와 같이 외부환경 인터페이스, 운영체계, 

표준 기반의 미들웨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임무 애플리케이션 영역 등 6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외부 환경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및 통

신링크 등과 연결되어 있다[3]. 

그림 1. 국방 공통운용환경 발전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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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RT COE(1999~2004) & WS COE(2001)

그 이후 1999년에는 DII COE에 대해 실시간 지휘통제체계를 

확대 적용한 RT COE를 개발하였다[4]. 

RT COE는 COE 부분과 SHADE(SHAred Data 

Environment) 부분을 구분하였으며, COE 부분에는 응용체계

(OS), 기반구조 서비스, 공통지원 애플리케이션, 임무 애플리

케이션 등 총 4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RT COE는 

DII COE의 미들웨어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를 기반구조 서비

스로 통합하였으며, 그 외 실시간 기능 등을 추가해서 구축한 

것이다[5]. 

DISA에서는 RT COE를 정보체계 및 지휘통제체계에서 무

기체계에까지 적용시키고자 WS COE를 추진하였으나 2001

년 COE를 무기체계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결론내고 이를 중

단하였으나, 이는 육군의 FCS에 적용되는 SOSCOE의 발판

이 된다. 

그림 2. DII COE 구성도

그림 3. RT COE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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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국방 공통운용환경(2002~)

우리 국방 분야에서도 컴포넌트 및 소프트웨어의 재사용과 상

호운용성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림 4>는 국방 COE 내의 다양한 관계들과 COE 컴포넌트, 

세그먼트, 임무 관련 응용 세그먼트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

하는 구성도이다. 이는 API, COTS와 GOTS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 윈도우 소프트웨어, 표준(DITA), 상세내역 등을 포함한

다. 데이터를 접근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RDBMS)는 국방 COE의 일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데이터 공유환경은 국방 COE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

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소프트웨어로 구성된다[1]. 

미 국방부 RT COE V4.3을 참고하여 KIDA에서 개발한 국방 

공통운용환경은 국방분야 공통지원 계층 컴포넌트와 SHADE 

계층에 대한 개발 및 확보에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프

트웨어 개발 서비스의 경우는 표준 프레임워크인 전자정보 프

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개발 중이며, 공통작전 상황도 서비스는 

표준 군대부호도시를 적용하여 구축 중에 있다. 메시지 처리는 

중복 도메인인 C4I 영역에서 공통 컴포넌트를 개발하여 통합 

연동을 추진한다. SHADE 계층은 2014년 이후 Master Data 

Management 구축을 통해 개발할 예정에 있다[6]. 

현재 국방 공통운용환경 관리에 있어 지침이 되는 문서는 

2012년 발간 된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 내에 있는 “국방 

공통 컴포넌트 관리절차”이다[7]. 

3. SOSCOE(2003~2010)

미 육군은 미래전투체계인 FCS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다. FCS는 <그림 5>에서 나타내었듯

이 유·무인체계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체계의 집합이며 그

림의 중앙에 표시한 것처럼 각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로 구성 된 핵심서비스가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를 SOSCOE라 하며, 이는 FCS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기반

이 된다. SOSCOE는 전투 및 지원차량과 관리시스템, C4ISR, 

전투원, 무인 지상 및 공중 시스템 등에 포함되며, 이러한 기

능들은 PC의 운영체제와 같이 타 컴퓨터들과 상호작용하며 사

용자와도 상호작용한다. 특히 SOSCOE는 단일 인터페이스로

서 분산객체 서비스와 웹 서비스를 갖고 있으며, 단인 프레임

워크와 타 서비스들을 고성능 웹 서비스로 결합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그림 4. 국방 COE 구성도

그림 5. FCS & SOSC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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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COE는 일련의 서비스 패밀리로 구성되며, 이 서비스 

패밀리는 구현 아키텍처 참조모델(IARM: Implementation 

Architecture Reference Model)로부터 도출된다. SOSCOE 

아키텍처 계층은 <그림 6>와 같이 COTS(Commercial, off-

the-shelf)를 기반으로 하며 OS 추상화, 기초 서비스, 분산 기

반구조 서비스, 통합 서비스, 공통 도메인 서비스, 도메인 애플

리케이션, HMI(Human Machine Interface)의 총 7개의 계층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6개의 공통서비스(소프트웨어 지원, 데

이터 저장, 지식, OS 추상화, 상호운용성, 정책, 정보보증, 형

상 및 제어, 행정, 분석, 웹, 협업, 통신, 입출력 서비스)로 구성

되어 있다[5][8]. 

4. NCES(2004~)

4.1 NCES 개요

미국 등 선진 군사 강국들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성과를 군사 

분야에 적용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노력 중 하나가 NCW이며 

미 국방부에서 추진해 온 군사력 변혁(Force Transformation)

의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NCW는 컴퓨팅 및 네트워크 능력

을 활용하여 정보의 공유와 협동작전을 통하여 정보우위를 보

장하고 군사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군의 경우 NCW로의 전환을 위해 범세계 정보격자망(GIG)

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정보의 상호운

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NCES는 2004년부터 GIG의 핵심 프로

그램 중 하나로 본격 추진되어 왔다. NCW 환경에 대응하기 위

해 기존 컴포넌트 기반의 단일체계(Stove Pipe) 중심인 COE를 

복합체계 관점의 SOA 기반인 NCES로 전환 및 적용을 수행해 

왔으며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해 가고 있다[9]. 

COE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스템의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

고 소프트웨어 이식성과 재사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개발 비용

을 절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COE의 공통지원 서

비스의 모음에서 공통 소프트웨어를 플러그 앤 플래이 할 수 

있다. 반면, NCES는 네트워크상에서 서비스에 쉽게 연결하고 

전투체계 간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컴포넌트가 아

닌 서비스 개념으로 사용자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NCES에서는 웹에서 서비스 받거나 다운로드 및 설치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결된다. 

4.2 NCES 운영개념

NCES란 NCW의 환경 지원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과 정보를 가진 곳을 연결하여 정보공유 및 의사

결정 향상 등을 지원하는 범세계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NCES

의 목표는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고 견고하면서 독립적인 상

호운용을 지원하고 전투원과 비즈니스 사용자, 정보 사용자를 

연결하여 범세계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우

위, 신속한 지휘결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달성하는 것이다. 

NCES는 정보우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의사

소통과 컴퓨팅 시스템, 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 보안서비

스, 관련된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며 “Power to the Edge”를 실

현한다. “Power to the Edge”란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성

능기반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결심을 위한 정보에 시기적절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NCES를 통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자원을 발견하

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동적인 협업 그룹 생성 및 데이

터 공유를 통한 상호운용성 향상이 가능해진다[3]. 

NCES의 운영개념은 <그림 7>과 같이 사용자는 웹브라우저

나 PDA와 같은 경량화된 디바이스, 임베디드 프로세서를 탑

재한 전용 시스템 등의 가장 편리한 수단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에 연결하여 서비스를 검색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NCES는 다

양한 COI(Community of Interest)와 CES(Core Enterprise 

Service)로 나누어진다. COI는 특정 공동체가 이용하는 응용서

그림 6. SOSCOE IARM 

그림 7. NCES 운영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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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능력을 제공하며, CES는 전군 이용자가 공통적으로 요구

하는 네트워크 상의 데이터 및 서비스의 검색과 연결에 관련된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NCES는 주어진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필요한 능력과 정보 서비스의 방대한 범위를 

포함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

록 안전한 통신 백본으로 연결되어있다[10]. 

4.3 NCES 구성요소

NCES는 2004년 9개의 서비스로 최초 시작되었으나 정보기

술 패러다임과 전장환경의 변화 그리고 유사한 타 서비스와의 

통합 등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제외되거 대신 발견 서

비스가 인원.장치 발견, 서비스 발견, 콘텐츠 발견/배달의 3개 

서비스로 세분화되어 2006년 10개 서비스로 변경 및 확장되었

다. 그리고 2007년 콘텐츠 발견/배달 서비스가 분리되어 11개 

서비스로 변경되어 적용되었다[5]. 

5. Army COE(2010~)

5.1 Army COE 개요

미 육군은 FCS 구축을 추진하면서 SOSCOE를 개발하여 적

용하였으나, <그림 8>과 같이 FCS를 포괄하는 육군 전체에 적

용 가능한 공통운용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FCS를 위

한 전장지휘체계와 네트워크 기반체계의 현대화, 그리고 육군 

전체의 지휘통제체계 및 네트워크 환경의 현대화라는 두 축의 

투자전략을 통합하여 육군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운용환

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 육군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와 획득차관은 전

투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군에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키텍처, 설계, 개발, 테스

팅 및 배치를 위한 전 주기 내에 포함 된 복잡성을 감소시키면

서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이 신속히 생산되고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운용환경 구축은 작전에 적합한 컴퓨팅 환경, 재

사용 가능한 업무절차와 원칙, 통합된 투자전략, 통합된 테스트 

절차,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요구사항 등에 있어 미 육군

을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를 

바탕으로, 공유 가능한 토대에서 개발되고 표준에 부합하는 프

레임워크가 다양한 임무환경 전반에 걸쳐 운용되는 개별 플랫

폼들에 즉시 적용되어 상호운용성을 보장함으로써 서비스를 공

유하고 표준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1]. 

5.2 Army COE 운영개념

미 육군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의 

기술로 표준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시스템들을 범

주화하여 구조적인 컴퓨팅 환경을 설정함으로서 각 시스템들이 

결합(연결)되었을 때의 상호운용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이다. 즉, <그림 9>와 같이 전투를 수행하는 각 주체를 “From 

the Edge”의 계념으로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객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한 후,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상호운

용성과 보안성 등을 체크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되는 표준을 식

그림 8. NCES 서비스 구성요소 변천

그림 9. Army COE 통합

그림 10. Army COE 운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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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는 것이다. 즉, 붉은 색 원으로 표시된 각 통제지점에서는 

각 범주에 속한 객체들이 수준별(지휘부-부지휘부, 지휘부-전

투원 등)로 연결될 때, 임무환경의 통합을 촉진하고, 임무환경

과 이에 부응하는 컴퓨팅 환경 간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다. 

통제지점은 전술네트워크상의 전체적인 구조에 걸쳐 위치하

고 있으면서 상호운용성, 정보보호 및 게이트웨이 등을 강제하

거나 가능케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해결책은 네트워

크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형상을 제공한다. 

Army COE는 개발에 따르는 몇 가지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

는데, 이러한 사항은 COE를 따르고자 하는 개발주체들에게 정

보를 제공해주고 통일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따르도록 함에 있

다. (1) COE는 반드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COE는 반

드시 전사적으로 확장 가능해야 한다. (3) COE는 미 국방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COE는 서비스 기반의 아키텍처(SOA)

로 접근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 (5) COE는 사이버 위협에 대

응하여 적절한 비밀보증(보호) 해결책을 갖추어야만 한다. (6) 

COE는 무기체계(애플리케이션)를 배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노

력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12]. 

5.3 Army COE 구성요소

미 육군 COE는 임무를 수행하는 각 수준의 객체들이 정보보

호와 상호운용이 보장되는 다양한 컴퓨팅 환경 하에서 빠르게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컴퓨팅 환경에 맞추고 

있다. 총 6개의 컴퓨팅 환경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COE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가. Data Center/Cloud/GF(Geospatial Foundation) CE

이 컴퓨팅 환경은 미 육군 전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소프트

웨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데이터에 접속하고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 이 컴퓨팅 

환경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네트워크상의 많은 이용자들이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통의 서비스와 표준화된 어플리케

이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환경에서는 Enterprise Server를 사용하게 되는데 광대역

의 네트워크, 서버급 컴퓨팅 및 환경이 전사적인 어플리케이션

과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나. Command Post CE 

이 컴퓨팅 환경은 군사작전의 임무 명령 능력을 이행하기 위

해 필요한 네트워크 관리, 협조, 동기화, 계획, 분석(network 

management, collaboration, synchronization, planning, 

analysis) 등의 공통 서비스들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client 

and server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한다. 

전술적 서버-클라이언트(Tactical Server and Client) 환경

에서는 지휘소 또는 개선된 빌딩 환경 하에서 일반적으로 이동

이 가능한 서버급의 하드웨어와 강력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

션이 생존성이 높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전술적 서버-

클라이언트 환경은 지휘소 임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와 시스템들

이 전사적인 컴퓨팅 환경에서 제공되는 능력들이 지역적으로 

강력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Mounted CE

이 컴퓨팅 환경은 operating and run-time systems을 제

공하는 것으로, 임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상황인식, 실행기

능, 지역 센서들의 통합(awareness, execution functions, 

integration of local sensors) 등에 필요한 고유하고 공통적

인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 및 표준과 기술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플랫폼 환경에서는 제한된 네트워크, 컴퓨팅 및 플랫

폼의 크기, 무게 및 파워 등에 의한 환경 요소에 맞추기 위하여 

융통성과 적절한 테일러링(tailoring)이 필요하다. 

라. Mobile/Handheld CE

이 컴퓨팅 환경은 Operating and Run-Time Systems을 제

공하는 것으로, 휴대용 기기나 착용 가능한 기기들을 위한 고유

하고 공통적인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Software Development Kits) 및 표준과 기술들로 구

성된다.

Mobile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 가능한 작은 기기

들이나 기술이 사용되며, 주로 상업기술들이 사용된다.

마. Sensor CE 

그림 11. Army COE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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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컴퓨팅 환경은 공통의 상호운용성 층(layer)을 제공하여 

특수용 센서, 사람이 운용하는 센서 또는 무인 센서들을 위한 

정보보호, 네트워크 작전(NetOps),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표준

과 기술이 이행되도록 한다.

Sensors는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무인

으로 운용되는 컴퓨터 환경으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로 

다른 특성과 능력(예: 물자인식(material detection), 영상 상

황인식(video surveillance), 임무 수행 로봇(task robot 등))을 

가진 집단군에 의해 형성된다.

바. Real-Time/Safety Critical/Embedded CE 

이 컴퓨팅 환경은 다른 컴퓨터 환경들이 최대한의 확장 가능

성을 유지하도록 공통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한

편 실시간성이 필요하고, 안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내장

되어 있는 환경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의 공통 운용 환경을 정의

한 것이다[13].

Ⅳ. 시사점 및 결론

국방 공통운용환경의 동향으로서 소개한 미 국방부의 NCES

와 미 육군의 공통운용환경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군은 공통운용환경의 개념에서 NCES로의 전환을 추

진하였다. 공통운용환경은 컴포넌트 재사용 측면에서 정보체계

의 개발비용 절감을 추구했다면, NCES는 서비스의 재사용 측

면에서 효과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환경 제공을 추구한다. 즉, 

공통운용환경이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발자 위주

의 접근인 반면, NCES는 작전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사용자 위

주의 접근인 것이다. 작전의 효과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NCES

는 서비스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각 체계 간 상호운용성 증진에

도 초점을 두고 있다. 개별체계로 구축 및 운용중인 임무 영역

별 체계들을 통합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SOA 기반 환경

을 제공함으로서 전장환경의 변화에 보다 빠르게 반응할 수 있

는 여건을 제공한다. 

공통운용환경에서 NCES로의 변화는 플랫폼중심전에서 네트

워크중심전으로 개념 및 환경이 변화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개

별 플랫폼의 성능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집중하던 플랫폼중심 사

상에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시너지효

과를 중요시하는 네트워크중심의 사상으로 변화한 것이며, 이는 

전쟁수행의 환경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플랫폼 및 컴포넌트 

중심의 공통운용환경 개념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정보

에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NCES의 개념으로 

전환 된 것이다. 네트워크 중심의 NCES는 전투원, 비즈니스, 

정보영역에 속해있는 각각의 자산들이 서로 통합되고 공유되며 

접속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한다. 

둘째, 미 육군은 NCES와는 별도로 육군 도메인에 적용되는 

공통운용환경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과거 FCS에 적용시키

기 위해 SOSCOE를 개발하였으나, 컴포넌트의 재사용 개념을 

육군 전체로 확대하여 공통운용환경 구축을 2010년부터 추진

하고 있다. SOSCOE가 FCS에 국한하여 추진된 결과라면 육군

의 공통운용환경은 FCS와 미 육군 전체의 지휘통제체계 및 네

트워크 현대화라는 두 축의 투자전략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

의 산물인 것이다. 미 국방부 차원에서 공통운용환경의 개념이 

NCES로 전환되었지만, 육군의 도메인에 한정한다면 컴포넌트

의 재사용을 통한 투자 효율성 증대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며,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사용자 입장에서 각 Edge와 Node를 설

정하고 이를 컴퓨팅 환경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서비스와 관

련된 표준을 식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작전에 기반한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또한, 운용중인 네트

워크나 컴퓨팅 환경이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융합되는 과

정을 겪으며 진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각 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통합과 중개를 고려한다. 

셋째, NCES와 육군의 공통운영환경은 사용자 입장에서 각 

체계를 분류하고 설정하여 그에 따르는 서비스와 표준을 식별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작전에 기반한 환경을 지원한다. 다시 

말해 군의 작전에 사용되는 각각의 조직 혹은 객체들을 큰 무리

로써 COI 또는 컴퓨팅 환경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용되는 표준, 

응용, 보안, 실행, OS 등에 사용되는 서비스를 식별하여 공통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시스템 개발자 중심의 접

근에서 사용자 중심의 접근으로 관점이 변화하였으며, 이는 시

스템 개발의 목적이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있다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국방 공통운용환경의 동향을 미군의 사례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미군은 컴포넌트 재사용 개념의 공통운용환

경의 틀에서 벗어나 서비스 재사용 개념의 NCES로 전환을 추

진하였으며, 이는 NCW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미 육군차원에서는 공통운용환경의 개념을 지속 

발전시켜 육군 전체에 적용 가능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있

으며, 육군이라는 한정된 도메인에 적용할 때, 컴포넌트의 재사

용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다. 

또한 두 개념 모두 사용자 입장에서 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한다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기술했던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국방 공통운용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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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및 발전분야 식별에 있어서 미군의 NCES 및 미 육군의 공통

운용환경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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