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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국방 시스템(무기체계, 정

보시스템)이 특정 서비스, 정보 또는 데이터를 원활히 

공유, 교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시

험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E-mail: minwoo@dtaq.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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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방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시험은 데이터의 연

동 수준을 점검하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형태는 최종 체계개발 완성단계에서 진행

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과 경제적 손

실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체계개발 계획 때부터 

상호운용성의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준다면 이

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호운용성의 중요한 5대 항목은 운용개념 및 체계

특성, 연동성 및 정보교환, 표준 및 아키텍처, 정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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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operability tests are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network-based defense systems successfully share and 

exchange certain services, information, and data. We must examine various aspects of interoperability. The DITA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stAndard) is the basis for interoperability. However, DITA is being applied to the 

defense system in a state that the standard test methods and procedures are not established. And there is no  test 

method and procedure of the DITA well applicable to military weapons systems or information system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amework that includes procedures, methodologies, so as to test whether a standard is 

applied to the DITA in terms of Standard Con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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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주파수이며 이 항목 중 표준은 표준화 대상의 특

성에 따라 국방정보기술표준(DITA, Defense Information 

Technical stAndard, 이하 DITA), 공통컴포넌트, 표준데

이터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대

상은 국방정보기술표준이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DITA

를 DITAMS(DITA Management System)라는 관리시스템

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정 표준(예, 전

술데이터링크 관련 표준)에 대한 적합성 시험 및 방법

은 일부 존재하나 DITA가 무기체계나 국방정보시스템

에 잘 적용되었는지를 시험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적합성 시험(SCT, 

Standard Conformance Test)이라는 관점에서 DITA가 

일반적으로 체계에 잘 적용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절차, 방법론 등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표준적합성 시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방분야가 아

닌 민간분야에서 특정 기술, 프로토콜에 국한되어 진

행되어져 왔다.

  국제적인 통신시장의 개방화 및 경쟁화 추세에 의해 

상호운용성은 통신기기 수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적합성은 상호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ISO와 ITU같은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하

여 적합성시험에 관련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적합성시험의 방법과 체계가 ISO/IEC JTC1/ 

SC21에서 ISO 9646 Conformance Testing Methodology 

and Framework(CTMF)로 표준화[1]되어 각종 적합성시

험 관련 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준에

서 표준화한 적합성시험 방법 및 체계는 주로 적합성 

시험의 실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적합성 시험의 실현

에는 공헌을 하였으나 비형식적인 정의와 용어들을 사

용함으로써 적합성시험의 자동화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 프로토콜이 복잡해지

고 프로토콜 사양을 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하는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자연언어를 사용한 기존의 사양작성보

다는 형식기술기법(Formal Description Technique, FDT)

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

신 프로토콜 사양 작성에서 형식기술기법의 사용이 증

가함에 따라 적합성시험 분야에서의 형식기술기법의 

사용도 촉진되었다.

  적합성시험의 형식기법이란 형식기술기법으로 작성

된 프로토콜 사양을 기초로 하여 프로토콜 구현이 해

당 사양에 적합한지를 시험하는 과정을 의미[2]한다. 

적합성시험에서의 형식기술기법은 시험자체의 과정을 

모호성이 없는 표기법으로 정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근거로 시험지원도구를 구현하여 적합성시험의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ISO

와 ITU-T에서는 “적합성시험의 형식기술기법(Formal 

Methods in Conformance Testing, FMCT)”이라는 공동과

제를 출범시켰고, 이 과제는 ISO/IEC JTC1 SC21 WG7 

(P.54) 및 ITU-T SG10 Q.8에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

었다.

  FMCT표준은 초기에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

었으나 이 중 완성도가 높은 본문 및 부록을 

“Framework on formal Methods in Conformance Testing”

으로, 시험도구와 관련된 내용들은 “Guidelines on 

formal methods in conformance testing”으로 구분하여 

표준화하고 있다. “Framework on formal Methods in 

Conformance Testing”(Framework on FMCT)는 현재 

Z.500으로 권고되었으며 “Guidelines on Formal Methods 

in Conformance Testing”(Guidelines on FMCT)는 작업진

행중이다.

3. 현 실태 및 문제점

  DITA는 1999년부터 미군의 JTA(Joint Technical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DITA라 명명하고 이를 필요

에 따라 개선해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기술품질원

과 함께 2009~2010년에 한국군의 약 30여개 국방 시스

템들을 분석하고 최신의 민간 정보기술(IT) 표준 등을 

반영하여 DITA의 정의, 범위, 분류, 표준화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하였다. 새롭게 개선된 DITA는 ‘국방 상호

운용성 관리지시’라는 지침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DITA 2016 v1이 DITAMS에 탑재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구축된 DITA는 효율적 관리 측면에

서 개선하였을 뿐, 국방 분야의 표준 적합성시험 방법

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 있다. 또한 

표준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에서 체계 소요제기 및 개

발 시 DITA에 있는 적절한 표준을 선택하는 방법 및 

안내서 또한 부재한 상태이다. 결국 현재는 소요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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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개발 산출물에서 명시되어 있는 DITA 표준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의 검증 및 시험은 시험평가자의 

개인적 전문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정보시스템은 아키텍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되

어 있는데 그 중 TV(Technical View)-1은 해당 체계에

서 사용한 표준의 목록을 정리한 산출물이다. 이 아키

텍처 산출물은 각 체계별로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

(MND-ARMS, MND-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아키텍처 산출물 중 주요 체계의 TV-1 산출물을 

조사해 보니 몇몇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력지

원체계에 해당하는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DDS(Defense Data Dictionary System)를 표준목록에 

포함하였는데, DDDS는 데이터 용어를 사전과 같은 

형태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DDDS는 표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DDDS

는 DITA에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해당 체계

에서 CORBA는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OMG document 

orbos라는 CORBA interworking 관련 표준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체계에 적용된 표준을 DITA에서 적절하게 식

별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보통 체계에 적용한 표준

을 식별 및 정리하는 담당자는 대형 체계구축 사업의 

경우 상호운용성 및 연동 담당자가 하며, 소형 체계구

축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 한다. 이 두 가지

의 경우 모두 기술 및 표준 전문가가 아니기에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전

문가)를 찾아 토의 및 협의 후 선정하게 된다. 현재 

DITA 2016v1의 표준으로 753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4~5년 전에만 해도 1,000여개의 표준이 관리되고 있었

다. 따라서 DITA 전체 표준을 망라하여 해당 체계에 

적용된 표준을 정확하게 식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오류를 점검하고 보완해서 피드백을 해 주는 

절차 및 방법이 없다. 현재는 체계개발 시 개발시험에

서 상호운용성에 대해 시험을 하며 이때 표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점검이라고 하는 방법이 단

순히 그 표준이 DITA에 있는지 여부 정도를 체크하는 

수준이다. 전문적인 점검이라고 한다면, 체계에 적용된 

기술을 분석하여 그 기술과 연관된 표준을 식별하는데 

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결국 첫째와 둘째의 문제점은 표준에 대한 적합성 

시험의 부재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다. 체계에 적절하

게 표준이 적용되었는지를 점검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적합성 시험이다. 적합성 시험에 대한 정의, 절차 등의 

정립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4. G-SCT 프레임워크 및 방법론

4.1 DITA 시험 범위 및 종류

  본 논문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제안 및 정의하고자 한다. DITA의 시험

이라 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 1. Classification of DITA test

  첫째, 각 개개의 표준이 DITA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

단하고 시험 평가하는 “표준 준거성시험(SCT, Standard 

Compliance Test)”과 DITA가 시스템에 제대로 적용했

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험 평가하는 “표준 적합성시

험(SCT, Standard Conformance Test)”으로 분류 정의하

였다. 표준 준거성시험을 통과하면 DITA의 서비스 분

류체계(사용자인터페이스, 데이터관리 및 교환, 체계간 

연동, 플랫폼 및 기반구조, 정보보호, 모델링 및 시뮬

레이션)에 의해 분류되고 표준의 생명주기 분류(미래, 

필수, 사양, 폐지)에 의해 신규, 개정, 유지 등의 형태

로 관리된다.

  표준 적합성시험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째는 시스템에 적절한 DITA를 적용했는지 여부를 판

단하는 일반 표준 적합성시험(General-SCT, G-SCT)이

다. G-SCT는 DITA 전체 표준 중에서 해당 시스템에 

적절한 표준들이 선택되었는지의 시험이다.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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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A의 특정 표준이 시스템에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정 표준 적합성시험(Specific-SCT, 

S-SCT)으로 정의하였다. S-SCT는 한개의 특정 표준에 

대한 시험이다. 보통 사전적으로 표준 적합성시험이라 

함은 시스템에 특정 표준이 잘 구현되었는지를 시험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이러한 정의로만 접근한다

면, DITA 전체에 대해서 적절한 표준 선택의 여부는 

따로 정의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반 표준 적합성

시험(G-SCT)과 특정 표준 적합성시험(S-SCT)[3]으로 구

분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일반 표준 적합성에 해당

하는 G-SCT에 대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4.2 DITA 일반 표준 적합성시험 방법론

  제안하는 방법론은 Fig. 2에서 전력지원체계(Combat 

Support)와 지휘통제체계(Command & Control) 중 국방

정보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무기

체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는 연구는 추후에 하기로 

하였다.

Fig. 2. DITA test scope

  방법론에 대한 연구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을 모델화[5]하여 분류하였다. 시스템을 

모델화한다는 것은 시스템의 기능, 구조, 연동방식, 네

트워크 방식으로 모델화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양하게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해 정형화된 

모델을 통해 연관성을 찾고 그에 따른 표준을 선택하

거나 시험하는 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모델 분류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능(Function), 연동방식(Connection Method), 시스템 구

조 타입(System Structure Type), 네트워크 타입(Network 

Type)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기능에 따른 분류는 재정, 

물자, 군수, 인사, 수송 등 해당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연동방식은 주로 정보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웹 서비스와 정보시스템과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전술데이터링크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 구조 타입은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3-tier, 2-tier 방식, SSO(Single Sign On) 방식, 보안시스

템 등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타입은 크

게 국방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을 모델화하여 분류하면, 국방 정보시스템

을 개발하거나 시험평가 대상 시스템을 분류하는데 쉬

운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system model

Classification Contents

Funcion Finance, Material, Logistics, …

Connection 
method

web services

Tactical Data Link

System 
structure type

3-tier, 2-tier, SSO, Secure system

Network type Defense wired/wireless network

  이를 모델화하여 분류하면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능 측면에서 재정시스템이라면 

연결방식으로 EAI, web services를 사용하고, 시스템 구

조로는 3-tier, SSO, Secure system을 사용하고, 네트워

크 타입은 국방 유선망을 사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기능을 기준으로 모델화하여 정리하

면 표준을 선택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2. Mapping of mode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Finance Material Logistics

Connection 
method

EAI, web 
services

DB link web services

System 
structure type

3-tier
SSO

Secure 
system

2-tier
Secure 
system

3-tier
Secure 
system

Network type
Defense 
wired 

network

Defense 
wired 

network

Defense 
wire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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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각 분류에 따라 표준을 정의하면 표준을 

선정해야 하는 소요제기자 혹은 개발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당 표준을 자연스럽게 선

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험평가자 입장에서는 시험평가 대상 시스템을 

분석하여 해당 표준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스템을 구조에 따라 모

델화 해야 한다. 결국 이 모델에서 정의하는 표준 프

로파일[4]을 구축하면 될 것이다.

  둘째, DITA G-SCT의 결정 매트릭스를 Fig. 3과 같

이 정립하였다. 매트릭스는 새로운 체계인지 사업화할 

수 있는 성능개선 체계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SCT를 계획하도록 설계하였다. 매트릭스는 다양한 경

우의 수를 고려하여 SCT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편

리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게 된다. 어떤 체계든지 SCT

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및 운용시험 자료들

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존재한다면 SCT 결

과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서 SCT의 필요 및 

결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Fig. 3. Decision matrix of G-SCT

  셋째, DITA 표준 선택 방법을 정립하였다. SCT가 

결정되었다면 Fig. 4와 같은 형태로 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DITA 표준 선택 방법의 선결조건은 각 분류에 해

당하는 표준 프로파일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

다. 표준 프로파일이란 시스템을 모델화하여 분류한 

후 정의한 기능, 연동방법, 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타

입별로 정리되어 있는 표준 모음이다.

Fig. 4. Selection method of DITA standards

  DITA 표준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 물자, 군수, 탄약, 수송, 지휘통제 등 유

사한 기능을 선택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능표준 프로파

일(Function Standard Profile)을 참고하여 관련 있는 표

준을 선택한다. 둘째, 연동방식에서는 DB 링크, 웹 서

비스, EAI, 전술데이터링크 등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

에 해당하는 연동방법표준 프로파일(Connection Method 

Standard Profile)에서 표준을 선택한다. 셋째, 2-tier, 

3-tier, SSO, 보안 등 시스템 구조 타입 프로파일(System 

Structure Type Profile)에서 표준을 선택한다. 넷째, 유

선네트워크, 무선네트워크, 위성통신, 전략네트워크, 

IPv6 등의 네트워크 타입 표준 프로파일(Network Type 

Standard Profile)에서 관련 있는 표준을 선택한다.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대략적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체계에 사용할 표준을 최종적으로 선정 및 정리

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체계에 DITA가 잘 적용되

었는지 시험하고자 한다면, 해당 체계를 타입별로 분

류한 후 그에 해당하는 표준이 잘 선별되었는지 점검 

및 시험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사용자 측면의 표준 선

택과 시험자 측면의 표준 점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에 대한 전제조건은 국방 정보시스

템에 해당하는 표준을 Fig. 4의 표준 프로파일과 같은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 

프로파일 구축은 기존의 각 체계별 표준 목록을 해당 

표준 프로파일별로 정리하고 검증한다면 충분히 구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DITA G-SCT의 일반적 개념을 정립하였다. 

Fig. 4에서 소개된 표준 선택방법은 결국 DITA G-SCT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Fig. 5는 G-SCT의 개념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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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시험하고자 하는 체계를 분류하고, 체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정의해야 한다. 이를 기반

으로 기능 프로파일, 연동 프로파일, 시스템구조 프로

파일,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통해 해당 표준을 추출하

게 된다. 프로파일을 통해서 추출되지 않는 표준은 서

비스 정의로부터 특정 표준을 추가 추출할 수 있다. 

추출한 표준을 기반으로 테스트 슈트를 추상화한다. 

테스트 슈트를 추상화한 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실험실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 문

서 기반으로 테스트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Fig. 5. Conceptual methodology of G-SCT

  G-SCT의 경우에는 주로 문서기반의 테스트가 수행

될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시험환경을 구축하

거나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 전체적인 G-SCT의 방법론이 정립

된다.

5. G-SCT의 적용

  다음은 가상의 체계에 제안하는 G-SCT 방법론을 적

용한 사례이다. 기존에 이미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이 존

재하고 각 군에서 각 군 전용의 재정정보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Fig. 3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트릭스 적용절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군의 전용의 재정정보시스템은 신규 시스템이다. 

다음으로 신규 시스템이라면 새로 개발할 것인지, 구

매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 다음으로 개발 혹은 운용 

시험보고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없다면 새로운 SCT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Fig. 6에서 보면, 개발해야 하는 신규 ○군의 전용

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명세화하고 서비스를 정의한 후 

분석을 통해 표준 프로파일에서 선택하게 된다. 기능

에서는 재정을 선택하게 되고, 연동 방법에서는 웹 서

비스를 선택하게 되며, 시스템 구조에서는 3-tier, SSO, 

보안구조, 군전용 인증서를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으

로 네트워크 타입에서는 유선네트워크와 IPv6를 선택

하게 됨으로 이에 해당하는 표준을 정리하게 된다.

Fig. 6. Select from standard profile

  다음 G-SCT의 최종 선정과정을 정리해 보면 Fig. 7

과 같다. 표준 프로파일에서 선택한 표준을 DITA를 통

해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표준은 실제 환경에서 시험

할 것인지, 실험실에서 시험할 것인지, 문서로만 시험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표준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G-SCT

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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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nal selection G-SCT

6. 결 론

  DITA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국방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정보기술표준 전부를 서비스 측면에서 구분 및 분

류한 것이다. DITA 2016v1의 경우 플랫폼 및 기반구

조 표준이 296개, 체계간 연동이 84개, 데이터 관리 및 

교환이 155개, 정보보호가 180개,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가 38개로 총 753개가 존재한다. 특정체계 전문가라 

할지라도 753개의 표준 중 해당 체계와 관련된 표준을 

선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면 좀 더 쉽게 표준을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방법론은 DITA가 실제 체계에 잘 적용되었는지 

점검 및 시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분명

히 상호운용성 보장 및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소요제기자 또는 

체계개발자, 사업관리자 등이 적절한 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기능, 연동방식, 시스템구

조, 네트워크 타입을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각 표준 

프로파일들을 참고해서 선택하면 된다. 특히 소요제기

자 입장에서는 유사체계 및 유사기능을 사전에 유추

하고 점검함으로써 예상되는 표준을 선택할 수 있다. 

적절한 표준의 선택은 적절한 기술로 연결되며 데이

터의 연동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시스템이라면 반드시 

적합한 표준이 선택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또는 특화

된 기능에 해당하는 표준은 표준 프로파일 외에 별도

로 DITA의 분류체계를 참고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방식은 기존의 표준이 아닌 것을 선택한

다든지, 적용되지 않은 기술에 해당하는 표준을 선택

한다든지 하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준 산출물을 기반으로 적절한 표준 사용여

부를 점검하는 시험평가자는 표준 선택의 오류를 찾

아낼 수 있다. 기존에는 DITA에 없는 표준을 찾아내

거나, 시험평가자의 전문성에 의존하여 잘못 선택되어 

있는 표준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DITA G-SCT 방법

론은 군 업무 특성상 일정한 주기로 보직 및 임무가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규화 및 일반화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평가자의 전문성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DITA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점

검 및 시험하려는 체계의 특성 및 기능을 분석하여 

해당 프로파일과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G-SCT가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와 절

차가 정립되어야 한다. 프로파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별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분석

된 자료 및 표준들이 레포지토리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표준 프로파일 구축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정 표준 적합

성시험(S-SCT)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표준

적합성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단계적으로 추가 

및 확장해 나가면 된다. 이는 특정 표준을 위한 사항

이기 때문에 해당 표준의 시험만 고려할 때 필요할 것

이다.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시스템 타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방법과 무기체계별 특성을 분석하여 구

조화 및 모델화하여 프로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표준 적합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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