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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방 연구개발은 사용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무기체계를 최단 기간, 최소 비용  고품질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산 환경 하에서 체계공학  동시공학을 

체계 으로 구 하기 한 연구개발 로세스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항공 무기체계 분야에서 본 
논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 자료를 효율 으로 리하기 한 웹기반 체계운 리시스

템을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항공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용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  

검증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향후 개발 정인 보라매 사

업, 무인항공기  무인 투기에 용 가능한 통합 연구개발 임웍(Framework)  체계운 리시

스템의 발  방안에 해서 기술한다.

1. 서론

    본 연구 에서는 기존 항공기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

에서 통합기술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

성되는 기술자료의 실시간 생성, 결재, 배포, 활용  리

를 수행하고, 효율 인 자료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하지만 다양한 신규 로젝트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사

업별로 분리되어 시스템이 운 됨에 따라 시스템 통합의 이

슈가 두 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별 통합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합하고 리할 수 있는 포탈 시스템인 체계운 리시스

템을 개발  운 하게 되었다.

  첫째, 다양한 사업의 단일 속 포인트를 통한 손쉬운 자

원 근

  둘째, 원, 장, 부장 등 사용자에 따른 개인화

  셋째, 항공사업 연구의 단일화된 정보 창구로써 능동 으

로 연구 개발의 지식과 기술 자료의 리 체계운 리시스

템을 통하여 체계 사업 내 다양한 콘텐츠  

기술자료 리 로세스를 통합하고 사용자  직 별 업무

에 따른 차별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부내 연구원

간의 업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체계 사업부에서 계획 인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별 기술자료 리 주의 체계운 리시스템 기능을 

폭 수정  보강해야 되는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Integrated Weapon System Database) 기반의 연구개발 

임웍, 통합 데이터베이스  체계운 리 기능 등을 요

구하고 있다. 

 

2. 웹기반 체계운영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인트라넷 시스템 기반의 체계운 리시스템은 기존의 사

업별 기술정보 리 업무를 통합해서 리 할 수 있는 시스

템이며, 통합된 일반정보모듈, 통합 기술정보 모듈, 통합 

리자 모듈, 사업별 리자 모듈로 구성된다.

그림 1은 항공기 통합 체계운 리시스템의 운  개념

을 설명한 것으로 각 사업별로 구분된 사용자, 부서  기

술자료 등을 통합된 체계운 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리  통합 결재 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하 으며, 웹기

반 체계운 리시스템의 포탈 화면에서 모든 사업별 기술 

자료를 근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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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체계운 리시스템의 운  개념

체계운 리시스템의 기능은 별해서 그림 2와 같은 

4개의 CSCI(Computer Software Configuration Item)로 

구분되며, 통합일반정보 모듈 CSCI는 사용자가 인증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근할 수 있는 공개되는 

일반 인 내용  정보를 리하는 CSC(Computer 

Software Component)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기술정보 

리 CSCI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된 기술자료  

문서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사용자의 한  근을 

제한하여 리하는 CSC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리자 모듈 CSCI는 통합 리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통합 시스템 

리를 수행할 수 있는 CSC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사업별 리자 모듈 CSCI는 사업별로 

시스템 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CSC로 

구성된다. 

  

그림 2. 체계운 리시스템 기능 구성도

그림3은 체계운 리시스템의 메인 화면이며, 사업

별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형  비정형 기

술정보를 체계화된 차  시스템에 의해서 통합 

리하여 연구 개발 과정의 정보  지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통합 리할 수 있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3. 체계운 리시스템의 메인 화면

본 시스템의 운  환경은 그림 4와 같으며, 웹 기반 인트

라넷 시스템 환경으로 서버는 Sun Enterprise 3000 기종이

고, 사용자의 클라이언트는 MS 익스 로러 5.5 이상을 사

용하여 본 시스템에 속할 수 있다.

웹기반 체계운 리시스템은 고정익체계부에서 재 수

행하고 있는 모든 로젝트  사업에 용되고 있으며, 사

업에 한 모든 기술 자료를 체계 으로 리하여 다음과 

같은 운용 성과를 도출하 다.

그림 4. 체계운 리시스템 운  환경

 첫째, 기존의 사업별 자료 리에서 통합 기술자료 리 

 활용성 측면에서 향상된 효과

 (1) 자료의 공용화  효과 인 통합 리체계 확립으로 

기술자료 축  가능

 (2) 행정  기술 자료의 신속한 검색체계 구축으로 연

구 생산성 향상

 (3) 실시간 효과 인 자료 유통 체계의 확립으로 연구개

발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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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보존 자료의 감축 방안 수립으로 사무공간의 

활용도 향상

 (5) 데이터베이스 통합화에 의한 신속한 통계  황 

자료 출력

 둘째, 기술자료 유통 자동화로 소요 비용 감 효과

 셋째, 신규 사업 수행 시 기존의 기술자료 활용으로 인

한 연구 생산성 극 화

 넷째,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시스템 리자의 시스템 

리  유지보수를 획기 으로 개선

 

3. IWSDB 기반 체계운영관리시스템의 발전방안

  CALS(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 cycle Support 

는 Commerce At Light Speed)는 미국 국방부의 주도로 

냉  체제 이후 격감된 국방비 하에서 일정 수 의 군사력

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무기체계에 한 

기획, 설계, 제조, 군수지원, 폐기 등의 라이  사이클 련 

정보를 표 화하여 이를 련 정부  군수 기업들 간에 상

호 교환  공유하여 비용을 감하자는 목 을 가지고 있

다.

  

그림 5. VRDE 개념도

  VRDE 체계는 분산환경으로 구성되는 IWSDB를 근간으

로 무기체계, 로세스  자원을 통합해주는 PPR(Product 

Process Resource) 허 를 통해 시뮬 이션 기반 획득을 지

원해주는 Live, Virtual, Constructive 을 구성하여 복합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통합 업 환경이다. 여기에서 

의 개념은 무기체계 라이  사이클을 지원하는 워크 로

우 리시스템에 의해서 통합되어지는 모든 자원 즉, 데이

터베이스, 산시스템, 인  자원 등을 포함한다.

  향후 체계운 리시스템은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기반 하에 정보기술의 발  속도에 따라 VRDE를 구 하기 

해 발 할 것이며, 본 개념의 구 에 따라 연구 생산성은 

극 화 될 것이다. 미래 무기체계 개발 환경을 구축하기 

해서는 본 VRDE 구축이 필수 이며, 한, VRDE 구축의 

핵심은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개발에 있다. 한, 통

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6과 같은 참조 모델을 근

간으로 해서 구축된다.

  

  그림 6.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참조 모델

  로덕트 모델을 리하기 한 Infrastructure가 존재하

고 기본 통합  응용 개발 환경을 이용하여 특정 용 분

야 즉, 항공 무기체계 분야에 합한 산도구, 애 리 이

션,  산업 솔루션 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은 참조 모델에서 로덕트 모델 구성

에 있으며, 그림 7은 제품구조정보  문서 분류체계에 의

한 로덕트 설계변경정보, 자 결재  배포 정보, 모델/

부품 정보 리, 도면/기술자료 리  공용  표  부품 

리에 로덕트 모델 리 구성도이다.

그림 7. 로덕트 모델 리

그림 8과 같이 로덕트 모델을 근간으로 PDM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을 용하여 

무기체계 라이  사이클 동안에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림 8.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

  그림 8과 같은 기본 개념을 토 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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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항공 무기체계 개발에 용할 수 있는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체계운 리시스템의 상세 임웍

은 그림 9와 같다. PPR 허 를 근간으로 한 통합 미들웨어

를 통해 서로 상이한 로덕트, 로세스  자원을 통합할 

수 있으며, Web Service, Adapter  Connector를 통해 서

로 상이한 정보시스템  자산을 통합하여 가상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아키텍처 임웍이

다. 한, 엔터 라이즈 허 에서는 무기체계 라이 사이클 

 보안들을 리하여 PPR 허 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

는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체계운용 리시스템의 상세 임웍

4. 결론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기존의 행을 탈피하는 연구개발 

로세스의 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당면 과제를  달성

하기 해서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여된 모든 업무 로

세스를 분석하여 로세스 상호간에 최 의 업무 효율을 달

성할 수 있는 통합 연구개발 환경  통합 무기체계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운 인 웹기반 체계운

리시스템과 IWSDB 개념을 기반으로 항공 무기체계 연구개

발에 합한 체계운 리시스템의 상세 임웍을 제안하

고, 항공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동시공학  체계공학을 

용할 수 있는 토   발 방향을 모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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