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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용되는 워 게임 시뮬레이터는 주로 플랫폼 중심전 (P

Due to changing from Platform Centric Warfare(P

CW : Platform Centric Warfare)으로 모델링되어 사

CW) to Network Centric Warfare(NCW) in Defense

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중심의 워 게임은

Modeling and Simulation, the effectiveness of comm

첨단 IT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중심전 (NCW : Networ

unication in War-Game Simulator(WGS) has increas

k Centric Warfare)의 전장상황을 모의하는데 한계가

ed. Even though researches on reflecting effectivenes

있다[1]. NCW에서는 통신효과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s of communication in WGS has conducted, there is

실제 전장상황을 현실성 있게 묘사하는데 한계를 지니

limitation caused by the large disparity of abstractio

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 게임

n level of simulators. Moreover, there is no research

시뮬레이터에 통신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on connecting Measure Of Effectiveness(MOE) in W

되어왔다[2][3].

GS with Measure Of Performance(MOP) in Commun

워 게임의 형태가 NCW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ication Effectiveness Simulator(CES). This paper intr

효과도(MOE: Measure of Effectiveness)를 측정하는

oduces methodologies of connecting between WGS a

방법 역시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통신의 영향이 반영

nd CES, which are largely dispersed abstraction leve

된 워 게임의 효과도를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l. Moreover, we suggests a methodology to figure o

그림 1은 워 게임 모델과 통신 모델을 국방 M&S 피

ut the relation between MOP in CES and MOE in

라미드에 대응시킨 것이다[4] .

WGS using Object-Analysis Index(OAI) matrix in a
hierarchical approach.

국방 M&S의 모의수준은 M&S의 목적 및 상세도에
따라 전구급(Theater), 임무/전투급(Mission/Battle), 교
전급(Engagement), 공학급(Engineering) 총 4가지 단

I. 서론

계로 분류된다. 전구급(Theater)은 연합/합동 훈련을
통한 전력 구조 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합동 및

과거 국방 Modeling & Simulation (DM&S)에서 사

연합군의 부대 운용 및 교전으로 구성된다. 임무/전투
급(Mission/Battle)은 부대 훈련(병력 배치, 무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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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평가)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수 대 다수의 교전

급 모델을 연결할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으로 구성된다. 교전급(Engagement)은 전투 체계 개발

본 논문에서는 임무급 이상의 워 게임 모델과 공학

(전술 평가, 체계 효과)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단일 혹

급의 통신 모델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 소수 아군 및 피아 교전으로 구성된다. 공학급(Eng

이를 토대로 임무급 이상의 워 게임 모델의 전투 효과

ineering)은 단일 무기체계 분석(무기 성능, 제원)의 목

도에 반영되는 공학급 통신 모델의 영향을 파악하기

적으로 사용되고, 물리 및 공학에 대해 사용된다.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Ⅱ. 본론
2.1 NCW 워게임 모델과 통신 모델의 연결
NCW 환경에서의 워게임 모델은 부대 간의 전투 보
다는 부대 간의 명령 체계가 주로 표현 된다[1]. 그러
므로 NCW 기반의 워게임 모델은 교전급 모델 보다는
그림 1. 국방 M&S 모의수준과 입출력 데이터 관계

임무급 모델로 표현되어야 한다. 반면에, 통신 모델은
통신 장비의 데이터 송, 수신을 모의하기 때문에 공학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국방 M&S 피라미

급 모델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두 모델의 큰 수

드의 인접한 수준의 모델은 서로의 입출력이 다른 모

준 차이 때문에, 두 모델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델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교전-공학급 모델의 연

불가능하다.

결의 경우에는 각 모델의 입, 출력이 다른 모델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5]
[6]. 하지만, NCW 기반의 워게임 시뮬레이터는 임무급
이상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통신 시뮬레이터는 공
학급 모델로 이루어진다. 그림 2는 교전급-공학급 모
델을 연결하는 것과 임무급-공학급 모델을 연결하는
것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10]에서 수준이 다른
모델의 입, 출력 데이터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다. 그

그림 3. 워게임 모델과 통신 모델의 연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전급-공학급 모델과 같이 한
단계 윗수준의 모델은 아래의 관계가 성립 한다.

그림 3은 인터페이스 모델을 사용하여 워 게임 모델과
통신 모델을 연결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터페이스 모

O교전 ∩ I공학 ≠Ø

델은 임무급 모델의 출력을 입력으로 취해서 공학급

I교전 ∩ O공학 ≠Ø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O‘수준’ = ‘수준’ 모델의 출력, I‘수준’ = ‘수준’ 모델의 입력)

모델을 통해서 임무급 모델과 공학급 모델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터페이스 모델은 공학급
모델과 임무급 모델의 한 수준 차이의 모델인 교전급
모델의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두 모델이
처리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주기 때문이다.

2.2 전투 효과도에 통신의 영향 파악 방법
이번 절에서는 워 게임 모델의 전투 효과도와 통신
그림2. 교전급-공학급(좌) 임무급-공학급(우)의 연결

모델의 성능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의 관계에 의해서 교전 모델의 입, 출력과 공학 모

기술한다. 2.1 절에서 소개한 인터페이스 모델을 통해

델의 입출력에 공통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 2

서 통신 모델의 성능도와 임무급 모델의 효과도를 계

(좌)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임무급-공학급 모델과

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것을 OAI 매트

같은 한 수준 이상의 차이에서는 교전급-공학급 모델

릭스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 한

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무급-공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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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계층적 접근을 통한 방법

5의 경우, 아군 생존 확률은 Rader system의 추적 주

임무급 이상의 워 게임 모델의 효과도의 예로는 살

기, Target의 기동 속도, Weapon system의 비과 시간

상율,

생존율 등이 있다. 살상율이나 생존율은 초기

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모델링 하는 경우에 반

전력과 시간에 따른 전력의 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

영해야 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이 결과를 이용할 수

러나 워 게임 모델의 효과도와 통신 모델의 성능도[8]

있다.

의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NCW
환경에서는 통신의 역할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전투
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워 게임 모델과 통
신 모델의 관계는 재정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5. OAI 매트릭스 (예 : C2 시스템)

워 게임 모델과 통신 모델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
로 계층적인 접근 방법을 소개한다.

2.2.2 OAI 매트릭스를 적용한 계층적 접근 방법
그림 6은 OAI 매트릭스를 이용한 계층적 접근 방법
을 보여준다. 우선, 그림 6과 같이 임무급, 교전급, 공
학급에서 같이 각 각의 OAI 매트릭스를 정의한다. 공
학급 모델의 효과도는 교전급의 속성 변수 중 하나로
표현될 수 있고, 교전급의 효과도는 임무급의 속성 변
수 중 하나로 표현 가능하다. 이것은 [10]의 연구 내용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매트릭스를 통

그림 4. 공학급에서 임무급으로의 계층적 접근 방법

해서 공학급 모델의 통신 성능도와 임무급 모델의 임

그림 4는 임무급의 워 게임 모델의 임무 효과도와
공학급 통신 모델의 통신 성능도를 계층적으로 접근하
는 것을 보여준다. 공학급에서 얻을 수 있는 통신 성
능도는 공학급 모델의 파라미터로 표현된다. 계층적으
로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성능도 중에

무 효과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6의 공학급 AOI 매트릭스의 A는 효과도 C에 영향을
미치며, C는 교전급 AOI 매트릭스의 효과도 F에 영향
을 주고, F는 임무급 AOI 매트릭스 효과도 I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계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지연은 교전급 모델의 입력 데이터로 받아 지
휘 속도 및 자기 동기화에 영향을 주게 되고, 교전급
모델의 지휘 속도 및 자기 동기화는 임무급 모델의 임
무 효과도인 살상율과 생존율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통신 모델의 성능도와 임
무급 모델의 효과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2.2 OAI 매트릭스
계층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델 내부의

그림 6. 모의 수준에 따른 각 각의 OAI 매트릭스

구성 요소와 효과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 파악을 도와주는 도구로 OAI(Object-Analysis In

Ⅲ. 사례 연구

dex) 매트릭스를 사용 가능하다. OAI 매트릭스는 시스
템의 효과도와 시스템 내부 객체의 속성 변수와의 관
계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이다[9]. 이 매트릭스를 통해

이번 장에서는 Ⅱ장에서 언급한 방법론을 통해 실제

효과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로 적용한 예제를 살펴본다. 예제는 NCW 환경의 연

수 있다. 이와 같은 OAI 매트릭스는 각 모델의 전문가

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하며, 연대 부대는 임무급 모델

들의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반복적인

로 이루어져 있고, 부대 내부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모

실험을 통해서 OAI 매트릭스를 검증 한다. 그림 5는

델은 공학급으로 표현 된다. 그림 7은 임무급 교전 효

C2 시스템의 간단한 OAI 매트릭스 예제를 보여준다.

과도에 미치는 공학급 모델의 성능도를 파악하기 위한

열에는 측정 대상이 되는 효과도를 입력하고, 행에는

OAI 매트릭스 작성 과정을 보여준다. 공학급 모델의

모델 객체 및 변수를 입력한다. OAI 매트릭스 내부에

OAI 매트릭스를 모델의 성능도에 관련하여 작성 한다.

는 각 객체의 변수와 효과도의 관계를 확인한다. 그림

그런 후에, 공학급 OAI 매트릭스의 효과도를 교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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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변수로 취하여 OAI 매트릭스를 작성 한다. 이

D)의 지원 및 관리로 수행되었습니다.

러한 과정이 임무급 OAI 매트릭스에도 순차적으로 적
용되어 최종적으로 공학급 성능도와 임무급 효과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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