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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M&S 정보 리 황분석  획득업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formation Management of the Defense M&S 
and Improvement of Aquisition Sup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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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기체계 소요제기부터 연구개발, 시험평가, 운 유지까지 국방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방M&S(Modeling & 

Simulation)정보를 과학 이고 체계 으로 리하기 해 SBA(Simulation Based Acquisition)통합정보체계가 구축ㆍ운 되고 있다. 국방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에 M&S자원을 극 이고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SBA통합정보체계의 효율 인 운 방안이 필요
하다. 이를 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이용 황을 식별하고 운 성과측정을 수행한 결과, M&S자원 활성화와 획득업무 지원을 해서

는 SBA통합정보체계 운  차 수립과 더불어 세부 인 제도 마련이 필수 인 것으로 단하 다. 본 논문에서는 SBA통합정보체계

의 효율 인 운 을 해 국방 M&S 정보 리 황을 분석하고 국방 M&S 활성화와 체계 인 운 을 한 정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주제어 : 국방M&S, M&S, Modeling & Simulation, SBA, SBA통합정보체계, 모의기반획득 

ABSTRACT

The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s constructed and operated for scientific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Defense 

information utilizing whole process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from requirement institution to operation maintenance. In order to 

utilize m&s resources actively and effectively in the life cycle of weapon system acquisition, efficient management plans of the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s required. As a result of identifying usage on SBA Information system and performance of oper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it was defined that establishment of the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process and provision of 

detailed system are mandatory for activating m&s resource and supporting process of acquisitions. In this study, Defense m&s 

information system is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of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is provided for efficient operation of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 keyword : Defense M&S, M&S, Modeling & Simulation, SBA,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Simulation Based Acquisition 

1. 서   론

사회는 과학기술의 진 인 발달과 함께 도래한 

4차 산업 명시 에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 명은 연결화, 지능화를 기반으로 융합된 정보, 

기술 등의 상호 연결을 의미하며 산업과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4차 산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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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맞이하여 의료, 자동차, 융 분야 등 사회  시스템

에 다양한 방면으로 변화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국방 분

야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 명의 흐름에 따라 장내 분

기가 변화하고 있다. 이더, SAR, 자 학, 이  등의 

감시정찰센서 분야와 인공지능  무인 랫폼 분야 등 

국방  분야에 4차 산업 명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이다.
[1] 이러한 4차 산업 명 기술을 포함한 과

학기술의 발 으로 무기체계 기술에 련된 요소들이 복

잡해지면서 기술·비용·시간 등 고려해야할 변수들이 증

가하고 있다. 무기체계 기술에 한 연구과정에서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는 실험환경·비용·

험요소 등의 물리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연구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M&S(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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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BA통합정보체계 구성도

(Figure 1) Diagram of SBA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 Simulation)를 활용하면 여러 변수를 요구 조건에 따라 

변화시키면서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가상

환경에서 수차례 시뮬 이션 과정을 거치면 상체계에 

한 오류를 미리 식별하고 수정하면서 최 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세계의 실험과 하드웨어 

로토타입 제작 등 물리  한계를 최소화하여 무기체계 

획득기간 단축  비용 감과 험요소 감소효과를 얻

을 수 있다.
[2] M&S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이 더 효과 이

고 과학 이며 체계 인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한 주요 

도구·수단이며 이를 획득 과정에서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개념으로 모의기반획득(SBA, Simulation Based 

Acquisition)이 등장하 다. M&S를 효율 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기 한 SBA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재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서 운 · 리하고 있다.
[3]

재의 SBA통합정보체계는 기존의 SBA개념과는 달

리 단순한 자원 장소 집합체로 운 되고 있으며 정보

체계의 이용자인 군 련기   방산업체의 활용도가 

조한 편으로 SBA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 SBA통합정보체계의 한계

을 악하기 해 SBA통합정보체계가 지원· 리하는 

국방M&S 자원 황을 분석하 다. 그리하여 식별된 문제

을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정보체계 운 성과를 측정

하고 시스템 개선사업을 실시하 으며 이에 따른 과정을 

기술하 다. 한, 국방M&S  SBA통합정보체계 활성

화를 한 정보체계 운 방안을 제시하고 국방 획득업무 

효율화 방법론에 해 연구하 다.

2. SBA통합정보체계

2.1 SBA 개념  목

SBA는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에 걸쳐 획득 기간 

단축, 비용 감, 험감소, 품질향상을 해 정보기술(IT)

과 M&S를 활용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업공조를 통해 

획득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체계공학 차

원에서 단계 · 차 으로 이루어지는 획득 리 활동이 

아닌, 합성 환경 하에 국방 M&S 기법  도구를 이용하

여 무기체계 소요 도출에서부터 체계  수명주기에 걸

쳐 체계의 모의분석  검증을 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과학 이고 체계 인 획득 리 활동을 말한다.[4] 

SBA는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에서 M&S를 극 

활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업·공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에서 연구개발 안과 

문제와 이슈, 그리고 험요소를 분석하고 식별하여 감소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5-6] 한, 시뮬 이션을 통한 

M&S의 검증  측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무기체계 

획득과정의 가시성을 증 시키고 과학 인 획득을 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무기체계의 획득기간, 자원, 



국방 M&S 정보 리 황분석  획득업무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21권2호) 133

험 등을 감소시키는 경제 이고 효율 인 획득 리 

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국방M&S 이해 계자들이 M&S자원을 공유하고 재사

용 등의 극 인 업·공조 활동을 통해 M&S기술을 향

상시키고 획득 능력을 극 화하여 비용과 시간을 감하

고 험 요소를 감소하여 무기체계 획득 업무를 개선하

고 발 시키는 것이 SBA의 목 이다.

2.2 SBA통합정보체계 운용

분야 내용

M&S

Modeling & Simulation, 획득, 분석, 훈련 

등을 위해 만들어진 SW 및 HW 체계(모델, 

모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터)

데이터

M&S 활용을 위한 입력 및 운용/분석 

결과의 구조화된 데이터(파라미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도구

M&S 개발 및 운영 지원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컴포넌트 및 생성도구, 

시나리오 제작도구, 사후분석 도구 포함)

문서

M&S와 관련된 각종 문서 

자료(정책규정문서, 공학표준문서, 

정보기술문서, 연구개발문서, 소요기획문서, 

M&S개발산출물, M&S활용계획, 

합동전투실험자료 및 각군전투실험자료)

관련

사이트

M&S 자원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저장소 및 M&S 관련 소개 사이트

조직
M&S 관련 정책수립, 연구개발, 조직 인증, 

운영, 활용을 하는 모든 조직

기반체계

M&S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환경(훈련장, 연구실, 전투실험실, 

표준프로토콜, M&S 전문가)

(표 1) M&S 자원분류

(Tabel 1) Category of M&S resource

SBA통합정보체계는 국방 획득 차 과학화를 해 무

기체계 획득 리  과정에 시뮬 이션 기법을 용하여 

M&S 자원을 효과 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운용체계이다.[7,9-10] 그림 1과 같이 통합포털, 기 별 

포털(방 사업청, 기품원), 인터넷 포털 총 4개의 분산포

털로 구분되어있으며 통합포털과 기 별 포털은 국방망

에 분산·설치되어 국방망 사용자들(군, 방 사업청, 기품

원, 국방기  등)을 상으로 운용되고 인터넷 포털은 인

터넷에 설치되어 인터넷 사용자들(방산업체 등)을 상

으로 운용되고 있다. 각 포털에는 M&S자원을 장· 리

하기 한 기 별 분산 지토리와 통합 지토리가 

구축되어있으며 각 지토리는 M&S자원 메타데이터

를 지토리에 장· 리하는 장소(MSRR, Modeling 

& Simulation Resource Repository)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지토리가 장· 리하고 있는 M&S정보는 표 1과 같

이 M&S, 도구, 문서, 련사이트, 조직, 기반체계 총 7개 

자원분류에 따른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한, SBA통합정보체계 사용자들에게 M&S  SBA 

업무에 련된 지식 향상을 한 e-learning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학습 컨텐츠는 M&S기 부터 SBA, M&S기

반연구개발, 분산시뮬 이션아키텍처, M&S 체계 사업

리까지 11개의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 별 선택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국방망 사용자들은 통합포털과 기 별 포털을 통해 

련 기 의 자원을 검색하고 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포털에 본인 업체

의 자원을 등록하고 검색, 열람할 수 있으나 타 업체의 자

원에는 근할 수 없다. 이는, 인터넷 포털은 고유 지

토리를 보유하고 있으나 통합  기 별 분산 지토리

와 달리 각 업체마다 고유 지토리가 개별 구축되어 

타 업체의 자원에 한 권한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2.3 SBA통합정보체계 시스템

2.3.1. SBA통합정보체계 황  분석

표 2는 SBA통합정보체계 2013년 1월 서비스 오  이

후 된 회원수와 속횟수를 나타낸다. 2019년 상반기

(1월~6월) 기 으로 체  회원수는 698명으로 국방

망 회원수는 363명, 인터넷망 회원수는 335명이며 인터넷

망 비 국방망 회원수가 8.35% 더 많다. 올해 신규 회원

은 국방망 12명, 인터넷망 11명으로 작년 하반기 신규 등

록 회원수(61명)에 비해 38명이 감소하 다. 2019년을 제

외한  1년 평균 속자 수는 국방망 92명, 인터넷망 658명

이며 회원수 비 속횟수는 국방망 1.5회/명, 인터넷망 

11.3회/명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속 빈도수가 국방망보

다 10배가량 높다.

표 3은 연도별, 항목별로 SBA통합정보체계에 탑재된 

정보를 나타낸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기 으로 탑재

된 정보는 총 9,055건으로 보유자원은 데이터, M&S, 도

구, 문서, 기반체계, 조직, 련사이트 순으로 많으며 

체 탑재자원의 분류 비율은 데이터 67.8%, M&S 13.2%, 

문서 9%, 도구 8.1%, 기반체계 0.8%, 조직 0.6%, 련사이

트 0.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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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

누적
회원수

국방망 193 247 292 303 339 378 363

인터넷 143 230 268 297 322 350 335

소 계 336 477 560 600 661 728 698

접속횟수

국방망 117 117 78 37 65 136 41

인터넷 641 1,034 511 732 405 623 154

소 계 758 1,151 589 769 470 759 195

월평균
접속횟수

63 95 49 64 39 63 16

전체 월평균(`13∼현재) 55

(표 2) SBA통합정보체계  회원수  속 횟수

(Tabel 2) Accumulated the number of members 

and the number of access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현재

M&S 815 209 11 27 30 99 6

데이터 74 37 18 648 - 5,360 -

도구 309 179 10 111 18 113 1

문서 227 270 43 90 96 74 17

관련

사이트
23 3 - - - - 1

조직 45 8 1 1 1 - -

기반체계 59 19 1 - 1 - -

누적

합계

1,552

(-)

2,277

(▲725)

2,361

(▲84)

3,238

(▲877)

3,384

(▲146)

9,030

(▲5,646)

9,055

(▲25)

(표 3) 연도별 탑재 정보

(Tabel 3) Annual registration resource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회원수와 속횟수를 확인한 결

과, 국방망과 인터넷망의 회원수의 차이는 31명으로 비슷

한 수 을 보이고 있으나 속 빈도수의 차이는 566회로 

국방망이 인터넷망에 비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사용 수

이 히 낮은 편이다. 국방망 이용자는 M&S효과분

석, 시뮬 이터 등 군 훈련, 분석분야에 M&S정보를 활용

하기 해 SBA통합정보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실데이터가 많지 않으며 메타데이터 형

식의 정보로 유의미한 활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러한 원인으로 인해 국방망의 속횟수가 낮은 것으로 

단된다. 반면, 인터넷망 이용자는 국방망 이용자보다 

SBA통합정보체계의 속횟수는 높은 편이나 그 수가 일

정하지 않다. 이는 연구개발 사업종료 시, 연구개발 주

기 은  M&S자원을 SBA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기로 규

정되어 있어 사업종료 시기에 따라 속횟수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한, 제안서 배 수 확보

를 해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SBA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3.2. SBA통합정보체계 한계

무기체계  순기에 걸쳐 M&S를 활용하여 국방 획득

업무를 효율 으로 수행하고자 SBA통합정보체계를 구축

하 으나 구조 으로 한계 이 존재한다.

(그림 2) SBA 구성요소

(Figure 2) SBA structural elements

SBA를 용하기 해서는 그림 2와 같은 구성 요소들

이 필수 이다. 먼 , 웹 기술 기반의 자원과 도구를 재사

용, 상호연동 운용을 한 분산 자원 장소로 시뮬 이

션, 객체모델, 표 , 데이터베이스 도구 등을 포함한 군ㆍ

산 자원 장소(DIRR, DoD Industry Resource Repository)가 

필요하다. 한, 특정 목  활용을 해 자원과 도구의 재

사용, 상호연동 운용 지원환경으로 획득지원 도구인 사

람, 차, 정보자원, 표  등을 포함한 업공조 환경(CE, 

Coordination/Collaboration Environment)이 구축되어야한

다. 마지막으로 웹 기술 기반 단일의 논리  통합된 제품 

표 이 가능한 분산 수집된 제품 련 정보로 획득  순

기간 모든 IPT 참여자들에게 공통 제품 을 제공하는 

분산제품명세서(DPD, Distributed Product Description)가 

필요하며 이를 자료 교환 양식(DIF, Data Interchange 

Format)으로 내용의 손실/왜곡없이 DPD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재 SBA통합정보체계는 SBA의 구성 요소  

DIRR의 개념만 용되고 있다. 자원 장소의 형태는 단

순한 자원 장소(MSRR) 형태로 시뮬 이션, 객체모델, 

표 , 데이터베이스 도구 등을 포함하는 원천데이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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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원천데이터를 요약ㆍ표 한 메타데이터만 장하고 

있다. 실질  조공조 환경이 부재함으로 획득업무를 실

효 으로 활용하기에 태생 으로 한계 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SBA통합정보체계의 제한  상황을 개선하

기 해서는 업체계 구축 방안과 국방M&S 활성화 방

안에 한 연구가 실하다.

2.3.3. SBA통합정보체계 운 성과측정

(그림 3) 운 성과측정에 필요한 기 데이터

(Figure 3) Necessary data for system oper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그림 4) 업무측면 측정지표와 지표별 기 데이터 수집단계

(Figure 4) Task side measurement index and basic 

data collection step for each index

SBA통합정보체계의 황을 면 하게 분석하고 운

타당성을 단하는 수단으로써 정보체계 운 성과측정

을 실시하 다. 운 성과를 측정하기 해 산출이 가능한 

측정 상을 성과지표로 선정하고 행정안 부에 고시된 

[정보시스템 운 성과 리 지침]을 참고하 다. 2018년 

기 으로 비용과 업무 측면 두 가지 측정 에 해 

SBA통합정보체계의 성과측정을 진행하 다.

그림 3은 운 성과 측정 에 따른 성과측정지표와 

기 데이터를 나타내며 그림 4는 업무측면 성과측정지표

와 측정지표별 기 데이터 수집단계를 나타낸다. 

비용 측면은 정보체계 운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체 인 규모, 증감수  등을 측정하며, 측정결

과에 따라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한 정보체계 구조개

선 등 재개발 여부를 단한다. 비용측면의 성과측정지표

는  유지보수비 비율, 투입 운 유지 비용 증감률, 평

균 운 유지 비용 증감률로 기개발비, 추가개발비, 유

지보수비 등 2018년 발생한 비용 자료를 통해 측정하

다.[8] 

업무측면의 운 성과 측정은 업무수행 향도, 사용상

의 편의성, 목표 비 성과달성도 총 세 가지 항목을 측정

한다. 업무수행 향도는 정보시스템의 업무지원  서비

스제공을 해 구 된 기능의 실제 활용되는 수 을 측

정하는 것으로 SBA통합정보체계의 M&S자원 리, 검색, 

커뮤니티 등의 기능 활용도를 측정하 다. 사용상의 편의

성은 정보시스템 활용 시 사용자가 느끼는 편의성에 

한 수 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 별 분산 포털  인터넷 

포털 사용자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편

의성을 측정하 다. 목표 비 성과달성도는 직 년도 업

무성과 목표 비 업무성과의 달성 수 을 측정하는 것으

로 2017년 등록된 자원 수 비 2018년 등록된 자원 수를 

산출하여 목표 비 성과달성도를 산정하 다.

측면 측정 항목 점수 평균

비용

운영의 적정성 5

4유지의 용이성 4

비용의 효율성 3

업무

업무수행 영향도 5

4.33사용상의 편의성 3

업무성과 달성도 5

측정 결과 현행 유지

(표 4) 운 성과측정 결과

(Tabel 4) System operation performance measurement 

results

표 4는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 두 가지 측정 에 따

른 운 성과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비용 측면에서는 운

의 정성 5 , 유지의 용이성 4 , 비용의 효율성 3 을 

획득하여 평균 4 의 수를 받았으며 업무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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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향도 5 , 사용상의 편의성 3 , 업무성과 달

성도 5 을 획득하여 평균 4.33 의 수를 받았다. 비용

과 업무 측정  모두 기  값(3 ) 이상의 수를 받아 

정보체계 운 성과결과는 행유지로 측정되었다. 

한, 원내 문가그룹  SBA통합정보체계의 핵심사

용자 40명을 상으로 사용상의 편의성 측정을 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 업체자료 열람불가, 검색  수

정오류 등 시스템의 개선 필요, 동일 자원 존재, 자원분류

의 정의 미분별, 자원 확보 차 미흡 등 제반 불편사항과 

문제 이 제기되었다. 사용자의 불편사항과 문제 이 사

용상의 편의성 수에 반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SBA통합정보체계의 실사용량을 산정하는 업무 측정 항목

에서 사용상의 편의성은 가장 낮은 수를 획득하 다.

SBA통합정보체계는 운 성과측정 결과에서 확인된 

문제 을 해소하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해 

2.3.3. 과 같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 다. 

2.3.3. 시스템 개선사항

SBA통합정보체계는 본 정보체계 구조상의 문제 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해 표 5와 같이 

시스템 개선작업을 실시하 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 각 업체마다 고유 지토리가 

개별 구축되어있어 인터넷 포털 사용자는 본인 업체의 

자원을 등록하고 검색·열람할 수 있으나 타 업체의 자원

에는 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림 5와 같이 개선된 

SBA통합정보체계 공개용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

들도 타 업체의 자원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포

털 사용자는 보유자원  명칭, 분류, 보유기 명, 키워드, 

(그림 5) SBA통합정보체계 메타데이터 공개용 페이지

(Figure 5) Public web page for SBA meta-data

개선 작업 상세 내용

기 등록자원 최신화 
및 자료 보완

全 등록자료 검사 및 
수정/재분류/삭제

종료사업 중 누락된 
자원 추가 등록

○○감시센서 탐색개발 등 
9개사업 중 156건 자원확보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검토 및 수정

삭제 21건, 수정 11건, 변경 8건

메타데이터 인터넷 
공개용 페이지 구축

공개용 메타데이터 DB 

테이블 설계 및 데이터 이관

M&S자원 인터넷 공개동의 
협조 및 검토

자원등록 시, 동의 절차 확보

(표 5) 시스템 개선작업 내용

(Tabel 5) system improvement content

상세(요약) 총 5가지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스템 구조와 정보공개 개선작업을 통해 방산업체의 신

규 유입으로 인한 인터넷 포털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

을 것이며 궁극 으로 SBA통합정보체계의 활용도 향상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4 국방M&S 정보이용 활성화 방안

SBA는 획득  수명주기간 정보기술과 M&S를 활용

하여 국방 련 이해 계자들 간의 업공조를 통해 우리

나라 국방 획득업무를 획기 으로 발 시키기 한 개념

이다.[11] 이를 한 첫 번째 단계로 M&S자료 장소역할

을 수행 인 SBA통합정보체계에 한 이용 황 분석, 성

과측정  정보 공개 서비스 개편을 실시하 다. 단기

으로는 군, 방산업체 등 국방 이해 계자 간 M&S정보 공

유를 통해 국방 획득 차 과학화 실 과 련 자원의 효

율  활용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라 단한다. 하지만 자

원 재사용과 획득업무 지원을 한 세부 인 차 마련

과 련된 정보서비스 개편이 추가 으로 필요하다.

첫 번째, 국방분야에서 운용 인 정보체계간 정보연계

와 정보 표 화가 필요하다.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

(DTiMS)는 국방과학기술  군수품 정보를 통합 리하

는 시스템으로 연구개발사업/과제, 획득기술 사업성과 등

에 따른 산출물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국방표 종합정보

시스템(KDSIS)는 표 /규격/목록업무의 모든 과정을 온

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규격 

기술자료, 부품 정보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획득업무 

종사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 표 화 이종 정

보체계간 정보유통체계 확보를 통해 획득업무 효율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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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M&S 정보이용 커뮤니티 활성화와 문성 확

보를 해서 단방향 정보제공 는 공유형태가 아닌 업체 

제품수명주기 리(PLM :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연

계를 기반으로 한 M&S 내의 업공조(CE : Coordination/ 

Collaboration)환경 구축, 무기체계 산출물 디지털 일 표

의 한 자료교환양식(DIF : Data Interchange Format) 

마련, M&S체계간 연동(HLA : High Level Architecture)에 

한 지원환경 확보가 필요하며 SBA 련 기 들의 업무

분장, 규정, 수행지침 개정 등 제도 인 개선이 수반되어

야 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국방자원으로 군의 작 요구

를 충족함은 물론 양질의 무기체계를 확보할 수 있는 기

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마지막으로 SBA는 단순한  M&S자원정보 제공과 공

유를 한 정보체계로 구성된 것이 아닌 획득문화, 차, 

환경과 련된 사항이다. 운용, 체계  기술 아키텍쳐 

에서 체계 으로 SBA를 용하기 해서는 방 사업

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문교육과정 확 와 홍보를 병행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결   론

본 논문은 국방 무기체계 획득  수명주기에 국방

M&S자원을 효과 으로 활용하고 효율 이고 과학 인 

획득업무를 지원하기 한 SBA통합정보체계의 정보 리 

황을 분석하고 국방M&S 정보이용 활성화를 한 개선

방안을 연구하 다. SBA통합정보체계의 회원수  등록

자원수 등 사용량을 분석하 으며 운 성과측정을 통해 

정보체계를 검하고 개선사항을 식별하 다. 보유자원  

데이터 보완, 메타데이터 검토  수정, 인터넷 공개용 페

이지 구축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실시하여 SBA통합정보

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 다. 그러나 이는 국방 이해 계

자 간 M&S정보 공유·활용이라는 단기 인 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단하 다. 그리하여 국방 획득업무 과학

화 실   자원 재사용을 한 SBA통합정보체계의 세 

가지 필수요소로 정보체계 간 연동을 통한 획득업무 효율

화, SBA 업공조환경 구축 마련을 한 제도개선, SBA교

육과정에 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 다. 본 정보체계는 

국방M&S발 을 해 SBA통합정보체계 서비스 개선사항

을 도출하고 발 계획을 수립하며 지속 인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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