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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함정 전투체계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세부 기능을 분석 및 구현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다. 함정 전투

체계와 같이 복잡도 높은 대규모 시스템에서 문서 산출물에 근거한 개발은 산출물 간 유기적인 연결이 어렵고 요구조건의 변화

에 따른 영향 요소 식별 및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모델 기반 개발 방법론을 함정 전투체

계에 적용하기 위해 미 국방 분야 표준 아키텍처인 DoDAF와 이를 지원하는 UPDM,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링 분야의 모델링을 지원하는 SYSML/UML을 살펴보고 함정 전투체계에 적합한 모델 구성 및 각 개발 단계 별 모델링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키워드: MBSD(Model-Based System Development), UPDM(The Unified Profile for DoDAF/MODAF),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SYSML(System Modeling Language)

I. Introduction

함정 전투체계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통합하

고 여러 부체계로 구성되는 복잡하고 큰 시스템이다. 현재까지 함정 

전투체계는 내장형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규정에 정의된 문서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으나 이러한 문서 위주의 개발은 시스템 전체 

설계를 살펴보기 어렵고 요구사항 변화에 따른 변경 요인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며 개발 산출물 간 일치성/일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 전 과정의 결과물에 

대한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함정 전투체계 개발 과정과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모델 기반 함정 전투체계 개발을 시작하는데 있어 모델 기반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살펴보고 함정 전투체계 개발에 적합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II. Model-Based System Developement Methology

모델 기반 개발 방법론은 주로 미 국방, 우주, 항공 및 정부 분야의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서 많이 활용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개발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에서부터 수행 기법 및 도구까지 전 범위를 포함한다. 

본 논문은 개발 단계를 크게 운용 개념 분석과 시스템 분석 및 구현 

단계로 나누어 각각 UPDM/DoDAF와 SYSML/UML을 적용하였

다. UML은 OMG에서 표준으로 제시된 모델링 언어이며 SYSML은 

UML의 확장 프로파일이다. UPDM 역시 UML/SYSML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단계 별 모델링 요소 간 호환/참조가 가능하다. 

모델링 도구로는 IBM Rhapsody 7.6을 이용하였다.

1. UPDM/DoDAF

DoDAF는 무기 체계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미 국방성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로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다각도의 뷰를 제공한

다. UPDM은 DoDAF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 프로파일로 OMG에 

의해 개발되었다. UPDM/DoDAF는 아키텍처를 개발하고 표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개념을 설계하기 

적합하다. UPDM/ DoDAF에서 제시하는 뷰는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뷰는 서로 연계된다.

View Object

OV Operational View
타스크, 액티비티, 노드 및 임무 

식별 및 정보 교환

SV Service/System View 시스템 구조 및  시스템 간 관계

TV Technical View
시스템 구현, 배치, 상호작용 및 

연관성

Table 1. UPDM/DoDAF Major View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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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ML/SYSML

UML은 OMG 그룹에서 승인한 표준화된 범용 모델링 언어로 

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객체 지향 방식의 분석/설계용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SYSML은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UM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로 확대한 일종의 UML 확장 

형태로 객체 중심 시스템 엔지니어링(OOSEM)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모델링 언어이다.

III. Combat System Architecture Model

함정 전투체계 시스템 개발은 요구분석, 설계, 구현 및  시험 단계로 

나누어 산출물(문서)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폭포수 모델을 

따른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단계 별 산출물을 모델화하고 각 모델 

요소 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 별로 대표되는 모델을 정의하고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 및 절차 별 다이어그램/뷰를 정의하고자 한다. 

단계 별 모델은 단계 별 관심 영역(System-of-Interest)에 따라 운용 

개념 분석 단계, 시스템 분석 단계 및 구현 단계로 분류하였으며 

단계 별 주요 특징과 흐름은 표 2와 그림 1을 참조한다.

SoS Model Key Feature

Enterprise Operational

비전, 미션, 기능, 체계구

조 및 체계 내/외부 시스

템 간 관계 식별

System System
하부 기능, 시나리오 및 

기능 내부 관계 식별

L o g i c a l 

Subsystem
Component

실체화 및 구현, 시나리오

에 따른 검증

Table 2. Key Feature for Level of Design

Fig. 1. Model in System Life Cycle

모델링을 수행함에 있어 전체 모델 규모를 고려한 실질적인 모델링 

단위 및 구조를 결정하는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함정 전투체계와 

같이 규모가 크고 여러 이해 관계자 및 개발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을 

최상위 모델과 형상항목에 따른 하위 모델로 단위를 구분하고 서로 

참조하는 형태를 통해 일관성 유지와 추적성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Fig. 2. Model project relation and Hierarchy

1. Operational Model

운용모델은 함정 전투체계의 비전을 시작으로 운용 관점에서 최상

위 요구를 도출하고 도출된 임무를 기준으로 기능, 논리적 구조 및 

관계 식별을 목적으로 한다. 상위 개념 설계에 적합한 UPDM/DoDAF

를 적용하며 여러 뷰 중 목적에 부합하는 일부 뷰를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모델링 절차 및 절차 별로 선택된 뷰는 다음과 같다.

1) 최상위 운용 개념 설계 - OV-1

2) 운용 개념을 통한 비전 도출 - CV-1

3) 도출된 비전을 기준으로 하부 기능블록 도출 

4) 비전, 기능 및 요구사항 연계 - CV-1

5) 기능 블록 간 자료 흐름 분석 - OV-2

추가적으로 각 기능 별 주요 시나리오 및 메시지 흐름 분석하기 

위해 OV-6a 또는 OV-5b를 작성한다.

* OV-1(Operational Context Graphic), CV-1(Capability 

Vision), CV-2(Capabilities Taxonomy), OV-2(Opera tional Node 

Relationship Description), OV-6(Event Trace Description)

Fig. 3. Operation Model Example, C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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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eration Model Example, OV-2

2. System Model/Component Model

시스템 모델 및 구현 모델은 상위에서 식별된 기능들을 기준으로 

내부 구조 및 구현 관점에서 상세하게 표현한 모델로 모델링 절차 

및 결과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통칭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기술한다. 실제 모델에서는 시스템 모델과 구현 모델을 별도 패키지로 

구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개 단위(프로젝트)로 

구성하였다. 시스템 및 구현 모델은 UML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모델을 생성하고 분석, 설계, 구현 및 검증 과정을 반복하여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COMET(Collaborative Object Modeling and 

Architectural design mEThod) 모델을 테일러링하여 진행하였다.

Fig. 5. System&Component Model based on COMET

시스템 모델 및 구현 모델에서 모델링 절차 및 절차 별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와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SYSML을 사용할 수 있다.

1) 요구사항 식별 및 기능분석 - Use Case Diagram (SYSML 

사용 시 Requirement Diagram)

2) 기능에 대한 동작 분석 - Activity Diagram

3) 분석 단계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 컴포넌트 식별 - Object 

Model Diagram (Class Diagram)

4) 동작 분석 실체화 - Sequence Diagram

5) 설계 단계의 동작(오퍼레이션) 구현 - Coding

6) 동작 상태 생성 및 검증 - State Chart

동작 상태는 함정 전투체계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징을 반영하여 

상태 머신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델링 도구(랩소디) 자체 프레임워크

(OXF)와 상태 머신 내 자동 생성된 코드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

다. 이렇게 수행된 결과와 모델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분석 결과가 

올바르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와 단계 별 요구사항이 반영이 올바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 Model Exscution and V&V

추가적으로 함정 전투체계에서 요구사항은 개발 전 단계에서 구조적

으로 식별되며 추적이 관리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이다. 따라서 운용 

모델, 시스템 모델, 구현 모델 간 단계별 요구사항 뿐 아니라 실제 

코드 및 각 모델 요소와 추적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Fig. 7. Requirement Trace with Use Case

Fig. 8. Requirement Track by Requirements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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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s

지금까지 함정 전투체계 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초기 운용 개념을 정리하는 단계에서의 모델은 

전 이해관계자들이 함정에 대한 비전, 구조 및 기능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시스템/구현 모델에서 제시한 실행 가능한 모델은 

실제 결과물을 조기에 보여줌으로써 설계/분석 단계의 오류나 예외상

황을 미리 발견하고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 개발 전 과정에 걸친 

모델을 통해 도출된 정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대처를 유연하게 해주며 설계 단계에서의 재사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전투체계 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관계가 

모델을 통해 통합 관리가 되면 각 개발 단계 별 산출물을 모델에서 

자동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후 이에 대한 연구를 추가 진행함으로

서 개발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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