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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OMS(Operational Mode  Summary, 운용형태요약)는 체계

가 운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될 다양한 예상 행동을 서

술하는 것이며, MP(Mission Profile, 임무유형)는 특정 임무의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발생하는 사건 및 환경을 시간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OMS 와 MP는 동시에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OMS/MP는 획득하고자 하는 함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단계 및 

운용단계에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경제적인 방

법으로 보다 나은 성능을 갖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하여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아울러, RAM은 신뢰도

(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및 정비도(Maintainability)를 

말하는 것으로 함정 및 무기체계의 고장빈도, 정비업무 및 전

투준비태세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이며, 함정 및 무기체계

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OMS/MP(임무형태요약/임무유형)를 시스템엔지

니어링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제

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무기체계의 RAM 값을 분석하는 방법

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OMS/MP(운용형태요약/임무유형)는 함정 또는 무기체계 

획득초기 단계인 선행연구 이후 작성되는 운용요구서(ORD)의 

부록 문서로 작성되며, 함정 또는 무기체계가 개발 완료 후 

실전 배치되었을 때, 전·평시에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를 설

명하는 문서이다. OMS/MP에 포함되는 내용은 Table 1과 같

다(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훈령 제358호, 2016. 5.24). 본 

연구에서는 OMS/MP 작성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바탕으로 OMS/MP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엔지니

어링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반의 체계

적인 OMS/MP 개발 방법론 및 이를 활용한 RAM 분석 방법론

을 제시하였다.   

2. 사례분석

2.1 잠수함 OMS/MP

잠수함에 대한 OMS/MP 설정 사례에서는 3단계로 구분하

여, 1단계(Phase) 임무분야 분석(Mission Area Analysis), 2단

계 전투시나리오 작성, 3단계는 전평시 OMS/MP 정량화 순으

로 진행되었으며, 각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

다 (Jang et al., 2011).

Fig. 1 Process of Submarine's OMS/MP

Table 1 Concept of OMS/MP  

OMS MP

- 체계설계의 기초 입력값 또는 시험평가기준이 될 체
계의 사용법을 문서화

- Mission Profile에 열거된 모든 주 임무를 포함해야 함
- 다양한 임무들의 수행 빈도 또는 체계가 각 임무에 

사용되는 비율을 포함해야 함
- 체계 수명주기 동안 체계가 각 환경조건에 노출될 세

부 시간의 비율 제시

- 체계가 임무의 각 단계에서 만나게 되는 Task, Event, 기간, 
운용조건 및 환경 식별

- 전형적인 임무 시나리오를 포함해야 함
-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임무, Task 

또는 운용 Event를 식별해야 함
- 각 임무 필수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량(시간, 회, 마일, 싸

이클 등)을 기술
- 교리 및 전술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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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나체계 OMS/MP

  

잠수함에 탑재되는 소나체계의 사례에서는, 소나체계가 탑

재되는 플랫폼인 잠수함의 OMS/MP 를 참고하여, 잠수함의 

임무분야 분석 결과에 따라 작성된 전시 전투시나리오 및 평

시 운용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소나체계의 OMS/MP를 설정

하였으며, 설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Song et al., 2015).

Fig. 2 Procedure of Establishing OMS/MP of 
SONAR

잠수함의 OMS/MP에서 제시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각각

의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나체계의 운용방안에 따라 

소나체계의 Switch ON/OFF List를 작성한 후 RAM 목표값 선

정을 위해 필요한 소나체계의 운용시간(OT ; Operating time), 

경계시간(AT : Alert Time), 대기시간(ST : Standby Time) 등

을 산출하였다.  

2.3 무기탑재 전투차량 OMS/MP

육군의 기동무기체계의 하나인 전투차량의 경우 다음과 같

은 절차에 따라 OMS/MP를 작성하였다. 

Fig. 3 OMS/MP Model Process

무기탑재 전투차량에 대한 전술적 운용방법을 분석하고, 

운용지역에 대한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임무분야 분석

(MAA:Mission Area Analysis) 및 전투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OMS/MP를 작성하였다.

2.4 소결론

위에서 분석한 몇가지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연

구결과들은 OMS/MP 작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절차

위주로 기술되고 있으며, OMS/MP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

법론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제시된 절차들은, 운용개념 분석, 전투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전평시 OMS/MP 작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 개념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즉, 전투시나리오 작성은 ROC 작성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어떻게 싸울것인지를 결정한 후 ROC를 작성하고, 그것

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개념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한 

운용개념에 의해 OMS/MP 가 작성되어야 한다. 운용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ORD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

념들을 반영하여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법을 도입하여 효과적

으로 OMS/MP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3.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반 OMS/MP 

개발 

3.1 시스템엔지니어링

시스템엔지니어링은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통섭적 접근 방법과 수단으로 정의된다. 이러

한 시스템엔지니어링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와 같이 묘사할 수 있다.  

Fig. 4 Systems Engineering process



특집 ▶▶▶ OMS/MP 기반 RAM 분석 및 관리 개념

8 대한조선학회지┃제 55 권 제 1 호

시스템엔지니어링의 기본 절차는 요구사항 정의, 요구조건 

분석, 기능 분석, 설계 조합, 검증, 확인 그리고 인도 이다. 좌

표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면, X 축이 시간의 개략적인 경과를 

표현하고, Y 축은 업무의 개략적인 깊이 또는 난이도를 표현

하는 것이다.  

3.2 OMS/MP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OMS/MP에 대한 정의는 명

확하지 않다. 앞서 언급된 방위사업청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것에 따라 OMS/MP를 작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별도 구분 정의하지 않

고  일괄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미래 전장에서 "

해당 무기체계의 임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모든 운용/임무형태별 필수

임무기능의 구체적 운용량을 기술한 문서 또는 운용자 요구에 

의하여 개발되는 무기체계의 필수 임무기능을 표시하는 방법

이며, 요구되는 직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TRADOC, 

2013).

OMS(Operation mode summar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사용자 또는 운용자 입장에서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운

용적인 역할(Operational role)을 기술한 것 

-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임무들에 대한 상대적인 빈도 그

리고 시스템의 수명주기 동안에 환경적인 조건에서의 노

출되는 빈도 또는 시간을 기술한 것

- 설계과정에서 기본 입력값으로써 활용되는 시스템 사용

에 관한 문서이자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의 기초

자료

이처럼 OMS는 임무유형(mission profile)에 기술된 모든 주

요 임무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MP(mission profile)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시스템이 특정 임무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완료시

까지 거쳐야 되는 운용상의 사건(event)과 환경들의 항

목을 시간관점에서 기술한 것

- 임무의 각 국면 동안에 시스템이 직면하는 사건, 지속시

간, 운용조건, 환경 등에 대해 식별된 결과

- 임무 시나리오를 반드시 포함

- 임무 범위 내 존재하는 임무 수행 필수 기능들에 대한 

운용상의 특징적인 양들 즉, 시간, 횟수, 사이클 등에 대

해 언급되며 교리나 전술에 부합

그러므로 OMS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

한 요구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OMS에 포함되는 

내용은 동적운용 (Dynamic Operation) 또는 이동 시간

(Movement Time), 정적 운용(Static Operation) 또는 유휴 시간

(Idle Time), 조용한 감시 운용 시간(Silent Watch Operations 

Time) 그리고 시스템 및 엔진 정지 시간(System and Engine 

Off Time) 등이다. 

MP는 시스템 관점에서 사용자의 운용개념들을 표현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MP에 포함되는 내용은 접촉기동(Movement to 

contact), 공격(Attack), 전과확대(Exploitation), 추격(Pursuit) 

등과 같은 공격작전(Offensive Operations), 기동방어(Mobile 

defense), 지역방어(Area defense), 후퇴(Retrograde) 등과 

같은 방어 작전(Defensive Operations) 그리고 시민 보호(Civil 

Security), 시민 통제(Civil Control), 필수 서비스 복구(Restore 

Essential Services), 통제지원(Support to governance), 경제 

및 인프라 개발 지원(Support to economic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등과 같은 안정화 작전(Stability Operations) 등 

이다. 

3.3 SE기반 OMS/MP 프레임워크

시스템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이용한 효과적인 OMS/MP 개

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MP는  사용자 영역을 다루는 것이며, 시스템 관점에서 사

용자의 운용개념을 정리하는 것이다. OMS는 시스템 영역을 

다루는 것이며,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 운용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Verification 은 시스템 영역에서 OMS를 검증하

고 Validation 은 사용자 영역에서 MP를 확인하는 것이다.   

Fig. 5 OMS/MP Framework based on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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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MS/MP 기반 RAM 목표값 설정

본 연구에서는 OMS/MP 기반의 RAM 목표값을 설정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Fig. 6 RAM Goal Establishment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군직정비단계와 함정태세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Table 2 Maintenance Phase

RAM 목표값 설정을 위해 사용한 시간개념은 다음과 같다. 

Table 3 Type Of Times for RAM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MS/MP 개념을 정립하고, 함정 또는 무기

체계 획득 과정에서 작성되는 OMS/MP(임무형태요약/임무유

형)를 시스템엔지니어링 기본 개념을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개

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OMS/MP 

기반의 RAM 목표값 설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OMS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요구조건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스템엔

지니어링의 Top down 개념과 Decomposition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Verific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MP는 시스템 관점에서 사용자가 개발하는 체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운용개념들을 표현하

는 것이며, 이것은 시스템엔지니어링의 Bottom Up 개념과 

Integration 개념을 반영한 것이며, Valid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 방법론을 적용하여 

OMS/MP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방법 및 이를 활용한 RAM 목

표값 설정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개발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유사체계의 운용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확정된 자료들은 개발하

는 시스템의 RAM-D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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