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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함정 전투체계는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함정 전투체계의 도메인 컴포넌

트들 또한 함정 전투체계의 점진적 진화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즉, 도메인 컴포넌트는 변경용이성을 가져야 한

다. 그러나 기존 도메인 컴포넌트는 변경용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특히, 미들웨어로부터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증가된 메시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메인 컴포넌트 참조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로직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

도록 도메인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다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동시에 동작하도록 설정하여 증가된 메시지를 처리하고

자 한다. 제안된 참조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를 설계하여 참조 아키텍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naval combat system is gradually evolving, actively accepting technological advances. The domain components of 
the naval combat system must also be adapted to the gradual evolution of the naval battle system. In other words, domain 
components should be easy to change. However, existing domain components do not fully consider changeability. In 
particular, when receiving more messages than planned from the middleware, it does not consider a way to process them 
in a timely manner. We propose a domain component reference architecture for timely processing of increased messages. 
The proposed architecture separates domain components so that business logic can operate independently, and sets up 
multiple business logic to operate simultaneously to handle increased messages. The track management domain component 
is designed using the proposed reference architecture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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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해군의 함정 전투체계는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

하고 향후 국내개발 무기체계와의 상호운용성을 보장

하기 위해 공통운영환경 기반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기

반으로 설계되고 있다[1]. 이는 임무 지향적인 폐쇄형 

아키텍처와는 다르게, 정보/과학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여, 임무 변화에 대한 적응과 정보처리능력

의 향상, 장기적 기술 발전능력 확보 등의 많은 기술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2~4]. 그림 1은 함정 전투체계 

개방형 아키텍처 구조를 나타낸다[1].

Fig. 1 An naval combat system open architecture 

그림 1의 도메인 계층(Domain Layer)에는 전술지원

과 전술운용을 위한 도메인 컴포넌트들이 존재한다. 전
술지원 도메인 컴포넌트들은 표적 관리, 위협 평가 등의 

함정 전투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기능들을 제

공한다. 반면, 전술운용 도메인 컴포넌트들은 대잠전, 
대함전 등과 같이 함정 유형별로 고유한 임무 수행 및 

전술 운용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1].
도메인 컴포넌트들은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함정 전

투체계가 진화함에 따라서 적절히 변경되어야 한다. 네
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함정에 더 많은 표적탐지 센서의 

탑재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탐지 기술의 발전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새로운 센서의 탑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가 더 많은 표적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도메인 컴포넌트는 변경용이성(modifiability)을 가

져야 한다. 
도메인 컴포넌트의 변경용이성은 외부의 변경에 대

비한 설계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도메

인 컴포넌트는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타 도메인 컴포넌

트와 메시지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메시지 송수신 API 
및 메시지 형식의 변경 그리고 발신 메시지의 증가 등이 

도메인 컴포넌트의 변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들

에 의한 도메인 컴포넌트의 변경이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메인 컴포넌트가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발신 메시지 증가에 대비하여 도메인 컴포넌트

의 확장성(scalability)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확장

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메인 컴포넌트는 수신 메시지 증

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적시에 처리하려

면, 도메인 컴포넌트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야 한다. 
심지어, 도메인 컴포넌트가 재개발되어야 할지도 모른

다. 함정 전투체계의 진화에 따라, 도메인 컴포넌트의 

수신 메시지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컴포넌트의 유지보수 비용은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도메인 컴포넌트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5~7]. 이들은 미들

웨어로부터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컴포넌트와 메시지 

변환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미들웨어의 API 및 메시지 

형식의 변경이 비즈니스 로직을 수정하는 경우를 방지

하고자 하였지만,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

한 대응 방법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미들웨어로부터의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도메인 컴포넌트의 참조 아키텍처를 제안한

다. 특히,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로직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도메인 컴포넌트를 분리

하고, 독립된 다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동시에 병렬적으

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수신 메시지의 증가에 

따라 신속하게 비즈니스 로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들웨어의 메시지 발신 속도 증가에 대한 도메인 컴포

넌트의 변경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제안된 참조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확장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비

즈니스 로직이 동시에 표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이를 위해, 컴포넌트의 각 구성요소가 표적의 동

시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설명

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표적관리 컴포넌트가 함정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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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와 규모에 따라 처리 표적의 수가 달라질 수 있는 함

정 전투체계에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2장은 제안한 참조 아

키텍처를 소개하고, 3장은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에 

제안한 참조 아키텍처를 적용한 결과를 소개한다. 4장
은 함정 전투체계 아키텍처와 관련된 연구를 소개한다. 
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소개한다.

Ⅱ. 도메인 컴포넌트 참조 아키텍처 제안

2.1. 함정 전투체계 도메인 컴포넌트 설계 고려사항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함정 전투체계가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함정 전투체계의 도메인 컴포넌트 또

한 전투체계의 진화 속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 
즉, 도메인 컴포넌트는 변경용이성을 가져야 한다. 

도메인 컴포넌트가 변경용이성을 가지려면, 외부의 

변경에 대비한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도메인 컴포넌

트는 미들웨어를 통해 타 도메인 컴포넌트와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메시지 송수신 API 및 메시지 형식의 변경 

그리고 발신 메시지의 증가와 같은 미들웨어의 변경이 

도메인 컴포넌트의 수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들의 변경

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증가된 발신 메시지

를 적시에 처리할 수 없다면, 해당 컴포넌트의 재개발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2. 함정 전투체계 도메인 컴포넌트 참조 아키텍처

본 논문은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을 고려한 참조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함정 전투체계의 도메인 컴포넌

트는 미들웨어로부터 수신한 메시지를 순차적인 절차

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Pipes and Filter 아키텍처 패턴

[8]을 기반으로 한다. 그림 2는 함정 전투체계 도메인 컴

포넌트 참조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메시지 수신자(Message Receiver)는 미들웨어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수신된 메시지를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할 수 있는 도메인 데이터로 변환한 후, 도메인 데

이터 큐에 데이터를 인큐(enqueue)한다. 메시지 수신자

가 도메인 컴포넌트와 미들웨어 간 인터페이스를 캡슐

화함으로써, 비즈니스 로직은 미들웨어에서 발신된 메

시지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도메인 데이터 큐(Domain Obejct Queue)는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 처리될 도메인 데이터가 대기하는 저장소

이다. 비즈니스 로직에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입력되면, 비즈니스 로직은 과부하에 의해 중

단될 수 있다. 이 큐는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해야 할 데

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

은 이 큐를 이용하여 자신의 처리 속도로 도메인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다. 도메인 컴포넌트가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한다면, 큐의 데이터가 복수의 비즈니스 로

직에 의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동시에 처리되는 데

이터가 의존 관계를 가지면, 비즈니스 로직이 잘못된 결

과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 관계를 가지는 도메

인 데이터들이 인큐되지 않도록 도메인 데이터 큐가 설

계되어야 한다.

Fig. 2 A domain component reference architecture within 
naval combat system 

비즈니스 로직(Business Logic)은 도메인 컴포넌트의 

핵심 기능을 구현한다. 비즈니스 로직의 입력은 도메인 

데이터 큐에 디큐(dequeue) 연산을 수행한 결과로 얻은 

도메인 데이터이다. 경우에 따라서, 도메인 데이터 목록

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 도메인 데이터 처리 결과를 필요

로 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로직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때, 도메인 데이터 큐를 디큐하므로, 자신의 처리 

속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비즈

니스 로직이 처리한 결과는 도메인 데이터 목록에 저장

되고, 메시지 발신자에 전달된다. 도메인 컴포넌트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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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은 도메인 데이터 큐 및 도메인 데

이터 목록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

한 접근 통제가 필요하다.
도메인 데이터 목록(Domain Obejct List)은 비즈니스 

로직의 도메인 데이터 처리 결과를 저장한다. 언급한 것

처럼, 비즈니스 로직은 기존의 결과를 필요로 하기도 하

기 때문에, 도메인 데이터 목록은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 

읽혀지고, 쓰여진다.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사용될 경

우, 도메인 데이터 목록에 대한 읽기와 쓰기가 모두 통제

되어야 한다. 이는 도메인 데이터 목록의 사용 효율을 급

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메시지 발신자(Message Sender)는 비즈니스 로직으

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메시지로 변환하여 미들웨

어에 발신한다. 메시지 발신자는 도메인 컴포넌트와 미

들웨어 간 인터페이스를 캡슐화한다.

2.3. 참조 아키텍처의 미들웨어 변경에 대한 대응

참조 아키텍처는 미들웨어의 메시지 송수신 API 및 

송수신 메시지 형식의 변경에 따른 영향력을 메시지 수

신자와 메시지 발신자에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미들웨

어와의 인터페이스 변경이 도메인 컴포넌트의 핵심 기

능을 구현한 비즈니스 로직의 변경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정 전투체계에 타 도메인 컴포넌트의 추가, 

변경 및 확장으로 인해 미들웨어가 더 많은 메시지를 발

신하는 경우에도 참조 아키텍처는 확장성을 가진다. 도
메인 컴포넌트의 수신 메시지가 증가하면, 비즈니스 로

직이 처리할 데이터가 도메인 데이터 큐에 쌓이게 된다. 
제안 아키텍처는 쌓인 데이터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도메인 컴포넌트 내부의 다른 구

성요소들이 변경될 필요는 없다. 단, 도메인 데이터 큐 

및 도메인 데이터 목록이 복수의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Ⅲ.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 아키텍처

3.1.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함정에 탑재된 다종의 

센서 및 데이터링크로부터 수신한 표적(원시표적)정보

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동일표적 판단, 결정, 추정 등)
하여 전술대응이 가능한 표적(전술표적)정보를 생성하

고 목록으로 관리한다. 관리된 표적은 실시간 전술 대응

을 위해 전투체계 내의 타 도메인 컴포넌트에 전달된다. 
또한, 전술데이터링크 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타 함정과 

표적정보를 공유한다. 그림 3은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

넌트의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3 The reference architecture for a domain component 
within naval combat system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센서로부터 여러 센서

탐지표적 메시지를 수신한다. 하나의 센서가 한 주기 동

안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기 때문에, 센서탐지표적 메시

지에는 다수의 원시표적 탐지정보가 포함된다. 메시지

를 수신받은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메시지의 각 

원시표적 탐지정보를 반영하여 신규 전술표적을 생성

하거나, 기존의 전술표적을 갱신 및 삭제한다. 이와 같

은 전술표적 관리정보 메시지는 교전과 같은 타 도메인 

컴포넌트로 발신된다. 그림 4는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

넌트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Fig. 4 A track management use case diagram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의 액터는 센서(Senso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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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메인 컴포넌트(Other Domain Components)이며, 
센서탐지표적수신(Receive sensor detection tracks) 유
스케이스, 점 표적 관리(Manage point tracks) 유스케이

스 그리고 방위 표적 관리(Manage bearing tracks) 유스

케이스가 있다. 센서탐지표적 메시지 수신 유스케이스

는 점 표적 관리 유스케이스와 방위 표적 관리 유스케이

스를 포함한다. 이는 센서로부터 탐지된 원시표적 탐지

정보들이 점 표적 또는 방위 표적으로 구분되어, 전술표

적 관리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3.2.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 아키텍처

그림 5는 제안한 참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한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 아키텍처를 나타낸다. 아래

에서 아키텍처를 상세히 설명한다. 

3.2.1. 메시지 수신자

센서에서 발신된 센서탐지표적 메시지는 미들웨어를 

거쳐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에 수신된다. 메시지 수

신자는 이 센서탐지표적(Sensor Detection Track) 메시

지를 수신한다. 메시지 수신자는 수신 메시지 내의 각 

원시표적 탐지정보들(Primitive Track Detection Info)을 

원시점표적 탐지정보(Primitive Point Track Detection 
Info) 또는 원시방위표적 탐지정보(Primitive Bearing 
Track Detection Info)로 변환한다. 변환된 탐지정보들

은 동일한 센서에 의해 탐지된 표적정보임을 나타내는 

원시점표적 탐지목록(Primitive Point Track Detection 
List)과 원시방위표적 탐지목록(Primitive Bearing Track 
Detection List)으로 그룹핑되어, 그림 5의 표적관리큐

인 점표적관리큐(PointTrackMgtQueue)와 방위표적관

리큐(BearingTrackMgtQueue)로 전달된다. 

3.2.2. 표적관리큐

표적관리큐(TrackMgtQueue)는 원시표적 탐지목록

이 그림 5의 표적관리자(TrackManager)에 의해 처리될 

때까지 대기하는 큐이다. 점표적관리큐(PointTrackMgt 
Queue)는 원시점표적 탐지목록이, 방위표적관리큐

(BearingTrackMgtQueue)는 원시방위표적 탐지목록이 

대기한다. 이 두 큐는 저장하는 표적의 종류가 다른 표

적관리큐의 인스턴스들이다.
표적관리큐는 대기큐(Waiting Queue)와 처리큐(Handling 

Queue)를 가진다. 대기큐는 표적관리자에 의해 처리를 

대기하는 원시표적 탐지목록들을 저장하고, 처리큐는 

Fig. 5 A track management domain component architecture based on the propos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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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관리자들이 현재 처리중인 원시표적 탐지목록의 

원시표적 탐지정보들을 저장한다. 그림 6은 표적관리큐

를 나타낸다. 

Fig. 6 The structure of track management queue 

그림 6과 같이, 메시지 수신자로부터 입력된 원시표

적 탐지목록은 대기큐에 삽입된다. 그리고 처리큐는 그

림 5의 표적목록이 처리큐의 원시표적 탐지정보 삽입 

함수를 콜백으로 호출하면, 대기큐의 탐지목록 중 가장 

먼저 삽입된 탐지목록을 대기큐에서 제거하고, 제거된 

목록의 탐지정보들을 처리큐에 삽입한다.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경우는 아래 표적목록을 설명하는 절에서 자

세하게 설명한다. 
표적관리큐가 그림 6의 구조를 가지는 이유는 다른 

센서에 의해 탐지된 원시표적 탐지정보들은 동시에 처

리될 수 없지만, 하나의 센서에 의해 탐지되 원시표적 

탐지정보들은 동시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센서들

은 많은 표적을 탐지한다. 탐지된 표적 중 일부는 다수

의 센서에 의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만약, 다른 센서

에 의한 원시표적 탐지정보들이 표적관리자들에 의해 

동시에 처리된다면, 표적관리자는 동일한 전술표적 정

보를 동시에 편집할 것이다. 즉,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센서에 의해 탐지된 원시표적 

탐지정보는 각자 다른 전술표적 정보를 수정하기 때문

에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2.3. 표적관리자

표적관리자(TrackManager)는 표적관리큐의 처리큐

를 폴링하여 얻은 원시표적 탐지정보를 이용하여, 신규 

전술표적을 생성하거나, 기존의 전술표적을 갱신 및 삭

제한다. 이렇게 관리된 전술표적 정보는 그림 5의 표적

목록에 저장된다.
점표적과 방위표적은 점표적관리자와 방위표적관리

자에 의해 분리되어 관리된다. 두 표적이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표적의 관리

는 두 표적의 동일표적 판단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변경에 대한 확

장성을 가진 전략(strategy) 패턴과 널 객체(null object) 
패턴을 적용하여 구현 코드를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점표적관리자와 방위표적관리자가 표적관

리자의 인스턴스로 표현된 이유이다. 표적관리를 위한 

자세한 절차는 이호철 외[9]을 참조한다.
그림 5에는 2개의 점표적관리자와 1개의 방위표적관

리자가 존재한다. 즉, 점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

록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이는 함정 

전투체계에 매우 많은 수의 점표적 탐지 센서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다수의 점표적관리자가 점표적관리큐를 

경쟁적으로 소비하여, 원시점표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 처리에 의한 동시성 문제는 그

림 6의 구조와 같은 표적관리큐와 후술할 표적목록을 

통해 다루어진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방위표적은 하

나의 방위표적관리자에 의해 처리된다.

3.2.4. 표적목록

표적목록(TrackList)은 표적관리자에 의해 처리된 전

술표적 정보를 저장한다. 표적처리 과정에서 점표적과 

방위표적이 서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목록으

로 존재한다. 
점표적목록은 점표적관리자의 동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읽기 목록과 쓰기 목록을 가진다. 점표적관리자들

은 읽기 목록의 표적정보를 얻어 원시표적 탐지정보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쓰기 목록에 갱신한다. 이와 같

은 방법으로 점표적관리자들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원시표적 탐지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표적관리자가 그림 6의 처리큐에 있는 모든 원시표

적 탐지정보를 소비하면, 표적목록에 모든 데이터가 소

비되었음을 알린다. 표적 목록은 이 알림을 받으면, 쓰
기 목록의 내용을 읽기 목록으로 갱신하여 동기화된다. 
읽기 목록과 쓰기 목록이 동기화된 후, 앞서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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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처리큐의 콜백 함수를 호출하여, 처리큐에 원시표적 

탐지정보를 다시 채운다.

3.2.5. 메시지 발신자

메시지 발신자는 표적관리자로부터 처리된 전술표적 

관리정보를 얻어서, 전술표적 관리정보를 전술표적 관

리정보 메시지로 변환된다. 변환된 메시지는 미들웨어

를 통해 타 도메인 컴포넌트로 전달된다.

3.3.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의 변경 요구사항 수용

함정 전투체계에는 표적을 탐지하는 센서가 탑재된

다. 탑재되는 센서의 수와 종류는 함정의 크기나 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탑재된 센서의 수와 종류에 따

라 미들웨어의 센서탐지표적 메시지 발신 속도는 달라

진다.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미들웨어의 센서탐지표

적 메시지 발신 속도에 의존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적시

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적시에 처리

할 수 없다면, 함정 전투체계의 임무는 실패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은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이와 같

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함정의 필요에 따

라 센서탐지표적 메시지의 처리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5와 같이, 점표적 탐지 비율이 높은 함정

은 다수의 점표적관리자를 동작하도록 설정하여, 더 많

은 수의 점표적을 처리할 수 있다. 방위표적 탐지 비율

이 높다면, 다수의 방위표적관리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컴포넌트가 변경될 필요는 없다. 단지, 
새로운 표적관리자가 표적관리큐의 데이터를 소비하

고, 표적목록에 처리된 결과를 저장하도록 설정하기만 

하면된다. 

Ⅳ. 관련 연구

심준용 외[5]는 다 표적 동시 교전 기능을 위한 교전

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교전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전투체계 관리자와 무장 인터페이스로 구

성된다. 무장 인터페이스는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구

현하고, 전투체계 관리자는 도메인 컴포넌트의 비즈니

스 로직을 구현한다. 이들은 다 표적 동시 교전 처리 시 

표적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박규진 외[6]는 DDS를 이용한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

넌트에 대해 소개하였다.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3계층으로 구분된다. Operating System 계층은 센서로

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Platform 계층은 센서의 데이

터를 도메인 데이터로 변화하고, 표적을 처리한다. 그리

고 Application 계층은 표적을 디스플레이한다. 또한, 표
적 처리를 위한 흐름을 소개한다. 

정영란 외[7]는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SAAM) 도
메인 컴포넌트에 대한 설계를 소개한다. 이들은 외부 컴

포넌트와 통신을 위한 컴포넌트와 메시지 변환 컴포넌

트를 통해 미들웨어의 인터페이스 변경이 비즈니스 로

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소개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미들웨어와의 인터페이

스를 위한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로직이 미들

웨어와의 인터페이스 변경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하

였다. 그러나 이들은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이 문제

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 방

법도 기술하고 있지 않다.

Ⅴ. 결  론

함정 전투체계의 도메인 컴포넌트는 미들웨어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적시에 처리하여 그 임무를 수

행한다. 함정 전투체계가 진화함에 따라, 도메인 컴포넌

트는 계획된 것보다 더 많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이
들 또한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들을 적시에 처리

할 수 없다면, 도메인 컴포넌트는 재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도메인 컴포넌트의 확장성을 고려한 참조 

아키텍처를 제안한다. 제안된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로

직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도메인 컴포넌트를 

분리하고, 다수의 비즈니스 로직이 동시에 동작하도록 

설정하여 증가된 메시지를 처리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로직 추가 시, 기존 컴포넌트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므

로, 메시지 발신 속도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제안된 참조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를 설계하였다.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는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의 각 

구성요소에서 동시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고 설계된 아키텍처가 함정의 크

기와 임무에 따라 수신 메시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3, No. 11: 1443-1450, Nov. 2019

1450

표적관리 도메인 컴포넌트에 적합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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