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 25, No. 6: 757~765, Jun. 2021

미군 사례 고찰을 통한 한국군 데이터 전략 및 공유 데이터 모델 
개발방안 제안

이학래1·김완주2·임재성2*

Proposal of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ROK military data strategy and 
shared data model through the US military case study

Hak-rae Lee1 · Wan-ju Kim2 · Jae-sung Lim2*

1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2*Professor, Department of Military Digital Convergence, Ajou University, Suwon, 16499 Korea

요  약

2018년 미 국방부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된 다영역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C4I 체계 간의 적시적인 데이터 공유가 선

행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군도 수 차례 연구를 통해 C4I 체계간 데

이터 연동과 표준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

에서는 미국방성이 2003년 데이터 전략 수립 후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약 20여 년간 추진해온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 해

결 방안을 도출하고, 한국군 C4I체계 운용환경에 적합한 데이터 전략 수립, 데이터 모델 개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

준 선정, 그리고 공유 데이터 개발 절차를 제안함으로써, 한국군 C4I체계간 데이터 공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ABSTRACT

To carry out multi-domain operations included i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2018, 
timely data sharing between C4I systems is critical. Several studies of the Korean military have also raised the problems 
of interface and standardization between C4I system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lan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a solution to the problem was derived through case analysis that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has been 
pursuing for about 20 years to implement the data strategy after establishing the data strategy in 2003. and by establishing 
a data strategy suitable for the ROK military C4I system operating environment, developing a data model, selecting a 
standard for data sharing, and proposing a shared data development procedure, we intend to improve the data sharing 
capability between ROK military C4I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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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군은 합동, 연합, 각 군별 C4I체계와 다양한 감

시, 타격, 전투지원 체계가 증가하면서 체계 간 데이터 

연동 소요와 능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C4I체
계 간 데이터 연동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여 왔으나 데이터의 비일관성, 연동에 따른 과다한 노력 

소요, 미래 소요에 대한 대비 미흡 등 다수의 과제가 여

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데이터를 바라보

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데이터를 생산자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관점에서 볼 것인가의 차이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 관리, 공유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준다. 생산자 중심의 데이터 연동 접근 방식은 

생산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주로 연통

형 시스템들이 점대점 연동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 중

심의 데이터 공유 접근 방식은 소비자들이 “공유할 필

요가 있는” 데이터를 개방형 표준을 적용하고 다수의 

체계들이 공유하며, 전사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특

징이다[1].
미 국방부는 생산자 중심의 데이터 연동으로 인해 파

생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3년부터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

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과 공유 표준 선정, 공유 

절차를 정립하고 C4I체계 간 데이터 공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지속되고 있다. 2018
년 미 국방부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으로 다영역작전

을 제시하였다. 다영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영

역(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사이버) 간의 데이터 공유

는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다. 그 국가안보전략 구현을 위

해 2020년 10월 새로운 데이터전략을 발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는 C4I체

계들 간의 데이터 연동의 문제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러한 문제점을 먼저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 국방부의 데이터 전략과 정책, 이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해온 데이터 모델의 변화 과정과 방법론을 통

해 교훈을 도출하고, 한국군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과업을 식별한다. 식별된 과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안이며, 구체적인 구현방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Ⅱ. 관련연구

2.1. 한국군 C4I체계 데이터 연동구조와 문제점

한국군의 C4I체계는 합동C4I체계인 KJCCS를 중심

으로 각 군 C4I체계와 연동․운용하여 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한미 연합 C4I체계인 

한국군 연합 C4I체계(AKJCCS)를 통해 주한미군 연합 

C4I체계(CENTRIXS-K)와 정보를 공유한다. KJCCS를 

중심으로 C4I체계 간 연동되는 구조와 데이터 항목은 

정해져 있다[3]. 
2011년 8월에 감사원은 국방정보화 추진실태를 감사

한 결과, “전력화된 정보체계의 기반기술이나 데이터를 

표준화하지 않아,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연동이 중

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4].
그리고, 2011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

르면 그해 8월에 실시된 훈련에서 KJCCS를 중심으로 

데이터 연동 성공률이 육군은 88.7%, 해군은 88.8%, 공
군은 97% 이었으며, 또한 KJCCS에 입력한 부대정보는 

한국군 부대 33개가 지도상으로 북한 지역에 위치한 것

으로, 2010년도 추락한 전투기 3대는 전투대기 중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육군 모 사단의 편제 인원이 체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모 군단이 보유한 전차의 보유 대수도 

달랐다. 이는 각 군의 현황이 합참으로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으며, 이를 기초로 한 지휘결심 또한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기초로 수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5].
2017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

터에서 실시한 한국군 C4I체계의 데이터 연동 관련 연

구결과에서 한국군 C4I 체계는 1:1 연동방식으로 연동

대상체계별로 송·수신 메시지를 개발하여, 새로운 체계 

개발 시 모든 연동대상체계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동

에 복잡한 변동을 초래하며, 연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악하기 위한 능력이 미흡하고, 어떤 데이터를 누가 가지

고 있고, 누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C4I체계 간 대량 데이터의 

주기적 연동으로 중복 메시지 수신이 발생하고, 초기 데

이터 형태(포맷)가 상이하여 수작업 변환에 따른 데이

터 코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6].
2020년 KIDA에서 실시한 연구결과는 한국군 C4I체

계의 메시지 전송방식은 체계 간 공통된 이해를 위한 데

이터의 효율적, 의미적(semantic) 상호운용성 확보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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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탱크”라는 데이터

의 경우, 연료와 관계된 용어인지, 전차인지 용어만으로

는 확인이 어렵고, 동일한 데이터의 표현 불일치로 인한 

재사용에 제한이 생기며, 일부 데이터 속성값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타 C4I체계와 연동 시 그 속성

이 다른 용도로 쓰임에 따라 데이터 연동에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다양한 감시 및 타격체

계의 전력화 및 성능개량 시 연동을 위한 시간 및 예산

의 소요는 증가한 반면 데이터 활용은 제한된다는 것을 

00체계 개발 시 연동 합의에 2년 소요, 00체계 개발 시 1
년 반이 소요되는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메시지 기

반의 연동이 아닌, 기계(SW)가 자동으로 인식이 가능하

고 재활용성과 이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구조화가 용이한 XML, JSON 등과 같은 표준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7].
2010년 감사 이후 C4I체계간 데이터 연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동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는 여전

히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데이터 관련 규칙(훈령, 예규, 지침서)은 2008년 1월에 

제정된 데이터공유환경 구축 및 관리지침과 2014년에 

제정된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이 있으나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은 포함하

고 있지 않다.

2.2. 미 국방부 군사전략과 데이터 전략

2015년 4월,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은 우크라이

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관찰 후 미육군 전쟁대학에

서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의 길

을 발표했다[8]. 그리고 MDO는 2018년 국가국방전략

(NDS)에 포함되었다. MDO는 영역 간 통합을 통해 물

리적, 비물리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군사력을 운용하

기 위한 작전개념이다[9]. MDO 수행을 위해서는 각 군

과 유관기관, 동맹 및 우방국의 모든 자산과 능력을 통

합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휘통제는 필수적이다. 결국 성

공적인 MDO를 위해서는 모든 자산 간의 원활한 정보

흐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각 군의 구성요소와 제대 간의 지휘관계를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상 하 제대 간 막힘없는 지휘통제가 가

능하도록 하는 지휘통제시스템과 통제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10]. 
미군은 MDO를 구현하는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JADC2)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우주군 영역의 센서를 단일 네트

워크로 연결하는 개념으로, 현재 수 일이 요구되는 작전

환경분석, 명령하달 과정을 몇 시간 또는 몇 분(초) 내로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이다[11]. 그러나 JADC2를 개발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핵심은 영역 간

의 데이터 공유이다[2]. 
2020년 10월, 미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의 네트워크 Cross-Functional Team 최고 데

이터 책임자는 각 군의 데이터 공유 표준 및 서비스 인

터페이스 개발에 대한 동의는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

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언급하였고, 미군 전

술 네트워크 현대화 팀의 최고 데이터 관계자는 모든 합

동작전을 위해서는 리더들이 먼저 데이터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또한 다른 군의 센서와 슈터를 연결하기 위

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8]. 그리고 JADC2 개념 발전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공유 표준 및 서비스 인터페

이스 개발에 대해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들이 서명함으

로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2]. 
현재 미군이 직면한 데이터 공유의 문제점들은 새롭

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01년 9월 11일에 이루어진 테

러리스트의 공격은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 도구를 활

용한 효과적이면서 값싼 지휘통제 수단을 사용하는, 국
가가 아닌 행위자들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 취약성을 

부각시켰다. 9/11위원회 보고서(미국에 대한 미국 테러 

공격위원회, 2004)는 정부기관들 간의 여러 수준에서 

정보 관리, 공유 및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실패를 확인

했다. 복잡한 작전환경에서 각 군 및 기관간의 효과적이

고 기민한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미 

국방부로 하여금 데이터 공유가 핵심적인 능력임을 인

식하게 하였다. 그러나 체계간 데이터 공유는 독립적인 

능력으로 개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각 군 및 기관에서 

개발한 C4I체계의 "부가적인" 요구사항일 뿐이었다[12].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5월에 발표된 네트워크 중심 

데이터 전략의 목표는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

터를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시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상호운용 가능성 및 대응성을 가지

도록 하는 것이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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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국방부 차원의 이러한 데이터 상호운용성

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에는 실

패했다[14].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데이터를 지휘관, 전투원, 의

사 결정자 및 임무 파트너가 안전하며, 광범위하게 실시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사적 데이터 관리 기능

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2018년 새롭게 

국가국방전략(NDS)에 포함된 MDO 구현을 위한 새로

운 데이터 전략을 2020년 10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정

확하고, 적시적이고, 안전한 데이터의 접근을 통해 군사 

효율성을 강화하여, 미 국방부를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비전, 중점 영역, 원칙, 필
수 능력 및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국방 전략 및 디지털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다[1]. 

Ⅲ. 미 국방부 데이터 전략 구현 사례 분석 

미 국방부에서는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전략을 수립, 노력해 왔음에도 국방부 소속 대다

수의 조직은 다른 조직의 C4I체계와 데이터 공유를 고

려하지 않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능 위주로 개발했다. 
그리고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면, C4I체계가 개발된 이

후에 데이터 교환을 위한 연결점을 추가 하였다. 연결점

을 통한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하였다. XML은 유연하고 개

방적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되, 표시 및 처리하는 

과정과 분리시킴으로서 XML 데이터를 수신하는 C4I
체계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15]. 그러

나 XML 자체가 C4I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XML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 C4I체계 간 데이

터 교환을 위한 “번역 또는 중개”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

나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상의 불일치 문제는 번역 또는 중개 기능으로 해결

되지 않았다[12]. 
2013년 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CIO)은 이러한 데이

터 의미상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ML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NIEM(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odel)을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모든 XML 정보 

교환에 대해 NIEM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DoDI 
8320.07, 2015)[12]. NIEM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데

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다. 
NIEM은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조직에서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 어휘(의미론)이다. 또한 

NIEM에는 거버넌스, 교육, 도구, 기술 지원 및 사용자

와 조직이 NIEM을 채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여 커

뮤니티가 포함된다. 미 국방부는 NIEM 콘텐츠, 지침 및 

도구를 사용하여 그 일부로서 아래 그림 1과 같이 군사

작전(MilOps) 도메인을 생성하였다[16]. 

Fig. 1 NIEM Domain

군사작전(MilOps) 도메인은 미 국방부가 데이터 공

유를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해온 Universal Core (UCore) 
및 Command and Control(C2) Core를 통합한 것으로, 
UCore 및 C2 Core의 적용 가능한 데이터 구성 요소는 

각각 NIEM Core 및 NIEM MilOps 도메인을 구성하였

다[16]. 
UCore는 범 정부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통의 용어

정의 및 표준이며, 정부부처 간 최소한의 공통 용어를 

활용하여 개발되었다. UCore는 C2 Core의 상위 개념적 

모델이다. C2 Core는 국방성 내·외부 임무 파트너들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과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

로 개발되었다. C2 Core는 미 국방부의 C2 데이터 공유

를 위한 공통의 용어정의 및 표준으로 공통의 메시지 포

맷과 표준화된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C2 도메인에서 

기계간(M2M)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정보교환명세(IES)
와 공통 어휘사용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서 설

계되었다. UCore와 C2 Core 분류체계의 관계는 그림 2
와 같다.

UCore는 C2 Core 및 C2 공동체들이 확장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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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base) 컴포넌트를 제공하며, C2 Core는 누가, 무엇

을, 언제, 어디서의(4W) 구성요소들을 확장하여 UCore
를 활용한다[17]. 

C2 Core의 개념모델과 어휘들은 조직, 인사, 무기, 차
량, 계획, 효과들 같은 C2 도메인 내의 관심있는 공통요

소를 설명하기 때문에 C2 도메인 온톨로지 생성과 매우 

관련이 있다[18]. 온톨로지는 어떤 프로세스 또는 시스

템이 데이터를 저장, 교환 또는 조작하는 방법과는 독립

적이지만, 데이터 의미 및 구문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함께 데이터 교환이 발생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보편

적인 참조 프레임을 제공한다[19].
C2 Core 온톨로지 내용은 합동, 육지, 해양, 항공, 우

주 및 사이버 공간 환경 문제를 수용 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일반적이어야 한다. 이 조건은 또한 안정화 및 평

화작전에서 반란 및 고강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분쟁 스

펙트럼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C2 Core 온톨로지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해당 용어로 구성된 도메인별 

확장의 일관성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하위 도메인

에 적용되도록 도메인 중립적인 용어만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 부대를 편성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합
동작전을 계획하고, 방책을 결정하고, 예하 지휘관에 지

시하고, 진행사항을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용

어만 포함해야 한다[20].
이러한 용어들은 미군의 합동교리에서 도출이 가능

하다.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은 원칙적으로 합동

교리를 따라야 하며, 이는 실제 부대들뿐만 아니라 그 

부대들이 운용하는 C4I체계에도 적용된다. 각 군이 사

용하는 C4I체계는 각 체계가 생성한 데이터와 정보가 

필요한 다른 모든 체계에서 상호운용 가능해야 한다. 교
리에서 제공하는 공통 언어를 전투원들이 사용할 C4I체
계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

기 위한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각 부대가 운용

하는 C4I체계 간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공유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전 부대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데이터 전략의 수립이 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합동 

및 각 군의 교리를 기준으로 온톨로지로 개발하여 의미

상의 상호운용성을 구현하면서, C4I체계 간 공유를 위

한 표준을 정의하여 형식상의 상호운용성도 달성하도

록 한다. 그리고 생성된 데이터는 작전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의 정립도 요구

된다.

Ⅳ. 한국군 데이터 전략 및 공유 데이터 모델 
개발 절차 제안

4.1. 데이터 전략 수립

한국군 데이터 전략의 수립은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의 데이터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더불어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생산자 중심

의 관점에서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데이터 전략은 비전, 목표, 핵
심능력을 포함한다. 먼저 비전은 데이터를 소비자 중심

의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모든 데이터를 다른 체계와 공유하기 쉽도록 의

미적으로, 형식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생산하고, 관리

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능

력으로 거버넌스, 표준, 아키텍쳐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군의 데이터 전략 프레임

워크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Fig. 3 Data Strategy Framework

Fig. 2 Relationship between UCore and C2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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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전(Vision) : 국방부 예하 전 조직은 작전적 이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

하는 데이터 중심 조직이다.

2. 목 표

목표는 다음의 6가지를 설정함으로서 데이터를 전략

적 자산으로 만든다.
가. 데이터가 식별되도록 한다(Visible). : 권한을 가

진 사용자가 관심 또는 가치를 지닌 데이터의 존

재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Accessible). :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할 

때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권한이 있

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Under standable). 

: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은 향상되고, 보다 정확

하고 적시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 
데이터를 수집, 비교 및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대응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Trustworthy). :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

면 의사결정이 적시적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정

당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
마. 데이터를 상호운용하도록 만든다(Interoperable). 

: 체계들 간에 데이터를 적절하게 교환하고 의미

론적인 이해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결

정과 합동군사작전을 위해 중요하다. 공통 데이

터 형식과 기계간(MtoM) 통신을 사용하여 의미

론적 및 통사론적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면 고급 

알고리즘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적 이점을 제

공한다.
바. 데이터를 안전하게 한다(Secure). : 데이터를 무

단 사용 및 조작으로부터 보호한다. 어떠한 상황

에서도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향후 전투 및 무

기 시스템에 대한 진입 장벽을 최소화한다.

3. 필수 기능

필수 기능은 다음 3가지이며, 각 기능은 하나의 목표

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가. 거버넌스(Governance) : 데이터의 생성에서 폐기

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데이터를 효과적

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 정책,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도구, 메트릭 및 감독을 제공한다. 
데이터 관리가 국방 전반에서 적절하게 구현되

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다.
나. 아키텍처(Architecture) : 데이터 전략은 기술과 

데이터 원천의 변화의 흐름속에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와 기능에 접근하는 것을 강

조한다. 아키텍쳐는 적보다 빨리 데이터를 활용

하고, 국방부가 혁신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전략적 이점을 이끌어내도록 사용자의 요구사항

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다. 표준(Standards) : 데이터 자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접근 방식뿐만 아니

라 데이터를 표현하고 공유하기 위한 입증되고 

성공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표준 제품들을 사용

한다. 표준은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하고 교환 할 수 있도

록 할 때 가치가 있다.

데이터 전략의 주요 내용은 미 국방부의 데이터 전략

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하되, 한국군의 환경에 맞

게 일부를 수정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수행 방법측면에서 유사하다. 그
리고 한반도 전구에서의 전쟁수행은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조직인 지구사, 해구사, 공구사와 연해병대사가 연

합작전계획을 수행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전쟁수행을 

위해 운용하는 C4I체계간의 상호운용성의 정도에 따라 

효과성과 효율성이 좌우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운용성

의 핵심은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이다. 한반도 전구에서 

동일한 군사적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전쟁수행의 주체

로서, 군사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데이터 전략도 동일하

거나 유사할 필요가 있다.

4.2. 데이터 모델 구축과 공유 형식 표준화

먼저, 공유 데이터 모델을 구축한다. 한국군의 KJCCS
를 중심으로 연합 및 각 군 전장정보체계가 연동하며, 
그 연동되는 데이터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 지정된 

데이터 항목을 포함하는, 합동 교리상에 명시된 전장지

휘에 필요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유 데이터 모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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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미 국방전자통신협회의 데이터통계 분석자료

에 따르면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어휘 300여개가 유통

되는 그림 4에서 제시된 것 처럼 데이터의 66% 정도를 

차지한다. 실제로 이러한 어휘는 앞에서 언급한 미군이 

추진했던 UCore, C2 Core의 핵심이다. 이러한 공통 데

이터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 교리 전문가, 데이터 및 체

계전문가 등이 중심이 되어 정립해야 한다. 

Fig. 4 Ontology-based shared data construction

다음으로 C4I체계 간에 공유해야 할 데이터 공유 형

식을 정의한다. 현재 한국군이 적용하고 있는 단일 메시

지 중심의 연동은 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그 한계

가 분명하고, 다양한 체계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필

요한 미래의 환경에는 더욱 부적합하다. 다양한 체계간

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그림 5에서 처럼 규정된 규

칙에 따라 표준 공유 형식(예, XML, JSON 등)에 의한 

공유 데이터를 정의한다. 
이 공유 데이터는 전장정보체계 간에 전송되는 실제 

메시지 모음을 말하며, 공통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체

계 간 ‘중개 또는 변환’ 없이 공유가 가능하다. 이 메시

지 모음은 공유되는 데이터의 목적, 구조, 내용을 설명

하는 산출물을 포함하는 구조적이고, 표준화된 문서를 

포함한다.

Fig. 5 Data sharing standards

4.3. 공유 데이터 개발 절차

데이터 개발절차는 기존의 데이터 모델을 활용하여 

새롭게 개발되거나 성능개량되는 C4I체계가 새로운 데

이터 공유 요구사항에 따라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는 절

차로 그림 6과 같다.

Fig. 6 Shared data development process

1. 데이터 개발 계획 단계(Data development plan) :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식별 후 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능성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개발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단계이다.
2. 요구사항 분석 단계(Requirement Analysis) : 식별

된 데이터와 체계가 요구하는 데이터의 내용을 분

석하여 정교화 하는 단계이다.
3. 매핑 및 모델화 단계(Mapping and modeling) : 요

구사항 분석을 통해 생성된 데이터를 기존의 공통 

데이터모델과 매핑하고 실제 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4. 구축 및 검증 단계(Build and verify) : 데이터 공유 

규칙을 준수하여 공유 데이터형식으로 구조화하

는 단계이다. 매핑이 구능한 경우는 구성요소를 

추가 또는 삭제하고, 매핑이 되지 않을 시는 새로

이 생성한다.
5. 통합단계(Integration) : 공유 데이터에 대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고 패키징하는 단계이다. 여기에 포

함되는 문서는 4단계에서 작성된 데이터와 이를 

정의하는 문서, 패키지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설
명, 목적 등)와 주요 산출물 목록이 포함된 표준 문

서, 사용자 가이드 등이다.
6. 등록 및 저장 단계(Registration and storage) : 패지

징한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모델에 등록하고 저장

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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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발절차를 적용하면 다수의 체계 간 연동 시 

발생하는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계와 공유가 

필요할 때는 공유 데이터모델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

여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다. 

Ⅴ. 결  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 국방부는 군사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

현하기 위한 각종 지침과 그 핵심인 온톨로지 기반의 데

이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한국군

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식별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전략, 공유 데이터 모델과 

공유 표준, 데이터 개발 절차를 데이터 관련 규칙(훈령, 
예규, 지침서)에 반영하여 각 군 및 기관이 준수하도록 

함으로서 C4I체계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

로 데이터 공유를 보장할 수 있다.
특히 교리 분야, C4I체계 개발자, 온톨로지 관련 전문

가들이 참여하여 합동교리를 중심으로 온톨로지 기반

의 데이터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의미적으로, 형식적으

로 일치된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합참에

서는 미래의 합동C4I체계 발전방향으로 여러 C4I체계

가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공통데이터베이스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화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

톨로지 기반의 데이터모델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면, 현재 한국군 C4I체계가 가

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모델은 미래의 

C4I체계에 적용될 AI 기술을 적용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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