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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및 조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톨로지 기반의 

개념 모델링 프레임워크인 CMMS-K(The Conceptual Models of the Mission Space-Korea)를 제안한다. 군 

도메인 시나리오 기술에서 행위(action)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CMMS-K 는 행위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과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하여 국방 개념을 모델링한다. 

 

1. 서론  

군 도메인에서 M&S(Modeling and Simulation)의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지식 관리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M&S 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CMMS-K(The Conceptual Models of 

the Mission Space-Korea)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CMMS-K 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임무 영역 

모델(MSM: Mission Space Model)이다. MSM 은 군 

도메인의 실제 개체들과 프로세스 등을 시뮬레이션과 

구현에 독립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기존 군 도메인 개념모델에는 미국 DMSO(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Office)에서 개발한

CMMS(The Conceptual Models of the Mission Space) 

[1]와 FOI(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의 

DCMF(Defence Conceptual Modelling Framework) 

[2][3] 등이 있다.  

미국 CMMS 는 현실세계의 중요 구성객체와 그들의 

행위, 상호작용, 환경 등 임무공간을 단순화하여 워

게임에 적용하기 위해 구축된 표준화된 개념 모델이

다. 스웨덴의 경우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FOI 연구

소에서 미국방성에서 소개한 CMMS 를 기반으로 DCMF 

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DCMF 는 군사작전에 

대한 개념적인 묘사와 모델링을 만드는 기본적인 틀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도메인의 개념모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가 개체지만, 군 도메인의 개념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요소는 행위

이다. 그러나 CMMS 와 DCMF 같은 기존 군 도메인 개

념모델에는 행위를 기술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방법

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해 우리는 한국형 개념모델을 개발하였다. 

실제 군에서 작전을 계획할 때, 빈번하게 함께 사

용되는 행위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제안된 

방법은 주어가 동일한 행위들의 집합을 과제(task)라

는 복합 서비스로 기술함으로써 군 도메인에서 반복

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행위들의 집합을 기술하여 저

장 및 검색할 수 있게 한다. 

MSM 은 군 도메인의 프로세스, 객체, 환경 및 과

제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임무 영역 개념 모델의 핵심

이다. 기존 MSM 기술 언어로는 스웨덴 FOI 에서 개발

한 BOM++ [4]가 대표적이다. BOM++는 

SISO(Simulatoin Interoperability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BOM(Base Object Model)을 

확장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 첫 번째 방법

은 기존 BOM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온톨로지를 

외부개체로 참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프로세

스 기술을 위해 OWL-S(Web Ontology Language for 

Services) [5]의 제어구조 등을 추가한 독립적인 온

톨로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도메인의 프로세스 기술 언어로

는 웹 서비스 도메인의 OWL-S 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과제 온톨로지와 함께 제어구조 등을 표현할 수 있도

록 OWL-S 를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기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CMMS-K 개요 

  CMMS-K 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의 프로젝트로 M&S 모델들의 상

호운용성, 재사용성, 조립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군 실정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형 임무공간 개념

모델 프레임워크다. 

CMMS-K 의 주요 구성요소는 표 1 과 같이 한국형 

객체, 위치, 과제 온톨로지와 한국형 MSM 기술언어, 

MSM 모델링 방법 그리고 CMMS-K 관리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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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MMS-K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 설명 

한국형 객체 및 위치 

온톨로지 

군 조직, 인원, 시설 

등 도메인 지식 표현 

한국형 과제 온톨로지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 

한국형 과제목록 반영 

한국형 MSM 기술언어 객체 및 과제 온톨로지

를 활용한 복합 프로세

스 기술 

MSM 모델링 방법 MSM 저작 도구 

CMMS-K 관리 시스템 개념모델 저장 및 검색 

 

3. 과제 온톨로지 

군 도메인 시나리오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는 구성요소는 행위다. 그리고 실제 군 도메인 시나

리오에서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 행위 그룹이 존재

한다. 본 논문은 동일한 주어를 갖는 행위 그룹을 과

제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와 과제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온톨로지를 과제 온톨로지라고 정의한다. 

행위와 과제는 둘 다 재사용 가능한 단위이다. 

과제 온톨로지는 단일 서비스에 해당되는 행위, 

내부(internal) 복합 서비스에 해당되는 과제 그리고 

이들이 갖는 속성으로 구성된다. 행위는 과제를 구성

하는 최소 단위의 활동이고, 과제는 임무 수행을 위

해 동일한 주체가 행하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과업

으로 일련의 행위 그룹이다. 내부 복합 서비스란 서

비스를 수행하는 주체가 동일한 서비스들로만 구성된 

복합 서비스를 의미한다. 

임무(mission)는 군사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인 목표로써 수행해야 할 과제의 소요를 산정하기 위

해 국가급부터 전술급까지 제대별로 수행해야 하는 

군사적 목표를 구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형 임무영역에서 임무는 국방(SN: Strategic 

Nationals), 전구(ST: Strategic Theater), 작전(OP: 

Operations), 전술(TA: Tactical)의 4 가지 관점

(perspectives)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임무의 관점

은 각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

진다. 예를 들어, 국방급 임무는 가장 지위가 높은 

지휘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반적인 작전을 계획하고 

거시적인 명령을 내리는 임무이고, 전술급 임무는 세

부적인 작업을 실행하는 병사급 주체가 수행하는 임

무이다. 

과제 온톨로지는 이러한 임무의 관점에 따라 그림 

1 과 같이 4 개의 온톨로지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는 

이 중 전술(TA: Tactical) 과제 온톨로지를 개발 중

에 있다. 

한국형 전술과제목록 개발을 위하여 미국 합동과

제목록(UJTL: Universal Joint Task List) [6] 등을 

참조하였다. 한국형 전술과제목록은 6 가지 전장기능

(기동, 정보, 화력, 전투근무지원, 지휘통제, 방호)

을 반영하여 생성되었다. 

 
그림 1. 과제 온톨로지의 구성 

 

각 과제 온톨로지는 하나 이상의 임무로 구성되고, 

각 임무는 하나 이상의 과제로 구성된다. 그림 1 에

서 보는 것과 같이, 과제 간에 의존(dependency) 관

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한 과제가 다른 레벨의 과제에 

의존할 경우, 그 과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과제

가 의존하는 과제 또한 수행되어야 한다. 각 행위와 

과제가 갖는 속성은 다음과 같다. 

  

주요 행위 속성(action property) 

hasActivity (행위를 구성하는 동작): 행위 

hasSubject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조직 또

는 인원 

hasDirectObject (~을/를) (행위의 직접 목적

어): 객체 또는 행위 

hasIndirectObject (~에게) (행위의 간접 목적

어): 객체 

usesResource(주체가 행위를 수행할 때 사용하

는 자원): 객체 

takesPlaceInLocation(주체가 행위를 행하는 

장소): 위치 타입 

hasInput(주체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입력되

는 정보): 정보 

hasPrecondition(주체가 행위를 수행하기 이전

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규칙 언어 

hasOutput(주체가 행위를 수행하여 생성되는 

정보): 정보 

hasEffect(주체가 행위를 수행하여 나타나는 

효과): 규칙 언어 

주요 과제 속성(task property) 

hasSubject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 조직 또

는 인원 

hasActionList (주체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들의 목록): 행위 

   hasPurpose (과제를 수행하는 목적): 객체 

   hasDuration (주체가 과제를 수행하는 기간): 

기간 타입 

hasPrecondition(주체가 과제를 수행하기 이

전에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 규칙 언어 

   hasEffect(주체가 과제를 수행하여 나타난 효

과): 규칙 언어 

   DependsOn(주체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수행

되어야 하는 다른 과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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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 온톨로지를 이용한 임무 영역 모델링 

제안된 방법은 과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OWL-S

의 제어 구성자를 이용하여 MSM 을 기술한다. 이 절

에서는 과제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OWL-S 를 수정하여 

MSM 을 기술하는 방법을 근접 항공 지원 작전 시나리

오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근접 항공 지원(CAS: Close Air Support)는 우군

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적 타겟에 대한 고정익

(fixed-wing) 항공기나 회전익(rotary-wing) 항공기 

등을 이용한 공중 작전을 의미한다 [7]. 

미군 합동 간행물 근접 항공 지원 [7]의 긴급 근

접 항공 지원 요청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만든 CAS 작

전 예제 시나리오를 과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OWL-S

를 이용하여 임무영역모델로 기술한 다이어그램은 그

림 2 와 같다. 

 

 
그림. 2 CAS 작전 예제 시나리오 다이어그램 

 

이 CAS 작전 예제 시나리오를 OWL-S 의 제어 구성

자를 이용하여 기술할 때, 행위 ‘항공기 이륙 명

령’과 ‘CAS 구성 명령’은 choice 로 연결되고, 나

머지 행위들은 모두 sequence 로 연결된다. 행위 

‘항공기 이륙 명령’과  ‘CAS 구성 명령’ 중 하나

를 선택하는 조건은 대기 중인 항공기가 있는지 여부

이다. 즉, 대기 중인 항공기가 있으면 행위 ‘CAS 구

성 명령’이 수행되고, 대기 중인 항공기가 없으면 

행위 ‘항공기 이륙 명령’이 수행된다. 

 

5. 결론 

M&S 모델의 상호운용성, 재사용성, 조립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M&S 개념모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군 도메인의 임무공간을 모델링하는 CMMS-

K 을 개발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CMMS-K 의 핵심

적인 구성 요소인 과제 온톨로지 및 임무 영역 모델

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군 도메인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는 행위다. 그러므로 제안된 방법에서는 행위를 체계

적이고 정교하게 기술하는 기존 임무 영역 모델에 없

는 과제 온톨로지를 개발하였다. 주어가 동일한 행위

들의 집합인 복합 서비스를 과제로 정의하고 이에 대

한 정보를 과제 온톨로지로 기술함으로써, 군 도메인

에서 빈번하게 함께 사용되는 동일한 주체에 의해 수

행되는 행위들의 그룹을 저장 및 검색 가능하게 한 

것이 제안된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과제 온톨로지를 활용한 MSM 기술을 위하

여 시맨틱 웹 서비스의 프로세스 기술언어인 OWL-S

를 이용하였다. 군 예제 시나리오인 CAS 작전 시나리

오를 제안된 과제 온톨로지를 활용한 임무 영역 모델

로 기술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실행 가능성

(feasibility)을 보였다. 

   향후 우리는 현재 개발된 전술 과제 온톨로지를 

보다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MSM 

모델링 방법을 개발하고, 개념 모델을 저장 및 검색

할 수 있는 CMMS-K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Office (DMSO) 

Information Paper, “The Conceptual Model of the 

Mission Space,”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Director of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Office, 

Washington, DC, June 11, 1998. 

[2] FOI(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DCMF-

Defence Conceptual Modeling Framework,” Report 

ID FOI-R--1754--SE, 2005. 

[3] FOI(Swedish Defence Research Agency), “DCMF 

- Survey of related Research and Approaches,” 

Report ID FOI-R--1858--SE, 2005. 

[4] V. Mojtahed, B. Andersson, V. Kabilan and J. 

Zdravkovic, “BOM++, a semantically enriched 

BOM,” Proc.  Spring Simulation Interoperability 
Workshop, 2008. 
[5] D. Martin, M. Burstein, J. Hobbs, O. Lassila, 

D. McDermott, S. McIlraith, S. Narayanan, M. 

Paolucc, B. Parsia, T. Payne, E. Sirin, N. 

Srinivasan and K. Sycara, OWL-S: Semantic Markup 

for Web Services. 2004. 

http://www.daml.org/services/owl-s/1.1/overview/ 

[6] Joint Staff, “Universal Joint Task List. 

Chairman,” Joint Chiefs of Staff Manual (CJCSM) 

3500.04D. 1 August 2005. 

[7] Joint Publication 3-09.3, Joint Chiefs of 

Staff,“Close Air Support (CAS),” 8 July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