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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전술을 입력할 수 있는 도구이다.

II. 본론
제안하는 해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 틀에
대한 개략적 설계도는 그림 1과 같다. 해상 교전 시뮬
레이터는 이전 연구를 통해 개발이 완료 되었고[5], 실
험 틀은 이전 연구로 개발된 해상 교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임무 목적에 따른 시나리오 정립과 시뮬레이
션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6].

그림 2 실험 틀의 전처리기 설계

2.3 후처리기 설계
제안하는 실험 틀의 후처리기는 시뮬레이션 검증기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 모델 별 위치 정보를 디스플레이 도구를
통해 보여준다. 모델의 위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는 모델 아이디(ID), 시간, x, y, z,
yaw, pitch, roll 이다. 이러한 정보를 후처리기는 개발
된 API를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도구에 전달하고 디스
플레이 도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정

그림 1 해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 틀 개략도

보를 그래픽 화면으로 보여준다.
전처리기는 성분 작전과 임무 목적에 맞는 교전 시
나리오를 입력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입력기로써의 역할
을 수행하고, 후처리기는 입력된 시나리오에 대해 시
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검증
기로 역할을 수행한다. 본론의 세부 절에서는 전처리
기와 후처리기의 설계에 대하여 설명한다.

2.2 전처리기 설계
그림 3 실험 틀의 후처리기 설계

국방 시스템과 같이 도메인이 특화된 시스템에서 시
나리오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해상 교전에 필요한
정보를 도메인 전문가와 함께 M&S 전문가와 협의를

본 논문에서는 SIMDIS를 이용하여 각 플랫폼 정보

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식별된 정보는 그림 2

를 디스플레이하여 전체 시뮬레이션을 검증할 수 있도

와 같이 작전 흐름도와 더불어 입력 파라미터 표로 정

록 개발하였는데, SIMDIS는 미 해군연구소에서 개발

리된다. 제안하는 실험 틀의 전처리기 부분은 이러한

한 3D 디스플레이 도구로써 특히, 해군과 공군의 시뮬

입력 파라미터와 더불어 작전 흐름도를 개발된 시뮬레

레이션 결과 검증에 많이 쓰이고 있다[7]. 가시화 도구

이터에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따라

인 SIMDIS는 시뮬레이션이 종료된 이후 모든 플랫폼

서 설계하고자 하는 전처리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

정보를 이용하여 디스플레이를 하는 playback 모드와

뉜다. 하나는 초기 파라미터 입력기이고 다른 하나는

시뮬레이션과 동시에 디스플레이 가능한 interactive

전술 입력기이다. 초기 파라미터 입력기는 가상세력의

모드로 동작이 가능하다.

현재 물리적 위치 및 기동 및 소나 체계의 성능 파라
미터를 입력하는 도구이고, 전술 입력기는 모델에 개
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전술 모듈을 조합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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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타입(type)과 아이디(ID), 플랫폼의 초기 위치에

Ⅲ. 구현

대한 위도, 경도 정보, 그리고 직교 좌표계에 해당하는
x, y, z 좌표이고 SIMDIS에서 사용하는 정보로는

3.1 실험틀 구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험 틀 개발은 그림 4와 같
다. 좌측은 전처리기의 전술을 편집할 수 있는 전술
편집기이고, 우측은 초기 시나리오를 입력할 수 있는

SIMDIS에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자 하는 아이콘 정
보, 경로 표시색(Track Color), SIMDIS 화면에 나타내
는 글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시나리오 편집기이다. 시나리오 편집기에서는 시뮬레
이션에

참여할

플랫폼(Platform)

모델과

무기체계

(Weapon), 대항체계(Countermeasure) 모델의 특성을
편집할 수 있다. 시나리오 편집기를 통해 등록된 플랫
폼, 무기체계, 대항체계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각
모델은 고유 ID로 구분된다. 이러한 고유 ID는 후처리
기의 플랫폼 ID와 동일하다. 시나리오 편집기는 모델
의 등록, 삭제 및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무기체계와 대
항체계는 플랫폼에 탑재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떠한
플랫폼에 탑재 되는지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5 XML 형태의 입력
시나리오

이러한 정보는 후처리기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SIMDIS에서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된다.

3.1 실험 결과

그림 4 제안하는 실험 틀 구현 화면

그림 6은 후처리기를 이용하지 않고, MFC를 이용하

전처리기의 전술 입력기는 C-Interpreter를 사용하여
동적으로

전술을

편집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C-Interpreter의 한 종류인 CINT는 C와 C++의 인터프
리터로 시뮬레이션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
시간보다 빠른 개발이 필요한 환경을 위하여 개발되었

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시한 그림이다. 실제 전장 상
황은 3차원이기 때문에 x-y 평면과 x-z 평면으로 나
누어 디스플레이 하였는데,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3차원 정보를 2차원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한
눈에 알 수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 CINT는 표준 C/C++를 지원하지만 CINT는 배열
의 정의나 typedef, function call stack의 깊이 등의 제
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전체를
CINT 기반으로 수행시키는 것보다 각 시뮬레이션 모
델을 CINT를 사용하여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데 이점이
있다.
후처리기에서 시뮬레이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
해서는 플랫폼 정보들이 후처리기를 통해 디스플레이
도구로 전송이 되어야 한다. 그림 5는 XML 형태로 전
송되는 초기 플랫폼 정보를 나타낸다. 초기화해야 하
는 플랫폼 정보에는 플랫폼 고유의 정보와 SIMDIS에
서 사용하는 정보로 나뉜다. 플랫폼 고유의 정보는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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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 1994.

그림 7은 후처리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후처리기를 통해서 3차원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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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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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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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yaw, pitch, roll 정보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

[4] Benard, P. Zeigler., Herbert, P. and T.G. Kim.

문에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검증이 가능하다.

2000. Theory of Modeling and Simulation(2nd
Edition). Academic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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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ator," The Journal of Defense Modeling and
Simul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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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vol. 8, no. 3, pp. 157 - 171, July,
2011.
[6] Kyung-Min Seo, Changbeom Choi, Jung Hoon

그림 7 후처리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Kim and Tag Gon Kim, "Interface Forms for an
Underwater Warfare Simulation Environment,"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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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Simulation Workshop, pp. 1
본 논문은 해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 틀의

– 6, Sep., 2011.

설계 및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실

[7] U.S. Naval Research Laboratory, SIMDIS User’s

험 틀은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실제 해상 교전 뿐 아

Manual, 2006, Available from: https://simdis.nrl.

니라, 성분 작전이 다른 국방 시뮬레이션이나 교통 시

navy.mil.

스템, 산업 시스템과 같은 다른 도메인의 시뮬레이션
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제안한
실험 틀과 기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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