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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ICT기반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융합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탱크, 화포 등 기동 화력이 주축이 

된 플랫폼 중심전(PCW:Platform Centric Warfare)이었

으나 미래 전장은 네트워크로 인해 플랫폼의 의미가 약

해지는 네트워크중심전 (NCW:Network Centric Warfare)

으로 변화하고 있다.

NCW 전장의 경우 전장감시체계(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가 적보다 먼저 적의 동

태를 파악하고, 지휘통제체계(C2, Command and Control)

를 이용하여 적시에 정밀타격체계로 빠르게 적을 제압한

다. 즉, 과거 PCW 전장에서 개별플랫폼 정보의 한계를 

네트워킹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투 효과(Combat effectivenes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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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future warfare, most part of resources and their platforms would be replaced by unmanned system like 

UGV(Unmanned Ground Vehicle). They are also connected each other with communication network and it is 

called NCW(Network Centric Warfare) environment. Hence how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UGV operated 

in NCW circumstance become an important issue.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paper to deal with this kind 

of UGV effectiveness issue coupled with communication failur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new ABM process to measure the UGV effectiveness combined with communication 

success ratio based on terrain condition of the ground engagement. Additionally, we also provide the effectiveness 

analysis result when communication repeater is applied in case of communication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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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미래전에서는 무기체계의 상당부분이 무인체계로 대체될 것이며 이들은 상호 통신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중심전으로 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체계 효과분석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무인체계의 주요통제 수단인 통신장애 상황에서 

UGV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형을 고려한 통신장애 상황에서 무인체계의 운용효과분석을 위한 새로운 에이전트기반 모델링 절차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통신장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통신중계기를 추가하였을 경우 UGV운용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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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은 네트워크 중심이 아닌 플랫폼 중심으로 운용되었

던 모델로서 미래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효과분석 모델

로는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 2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ABM(Agent Based Modeling)을 이용하여 미래 

지상전투환경에서의 UGV투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

한다. 둘째, 미래 NCW전장에서 통신 운용과정을 모델링

하여 UGV 간 통신단절시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 제시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지상전에서의 소부대 전투시나

리오를 기반으로 개별단위 플랫폼 상호간 교전상황에서 

UGV 투입시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전구급 모

델이나 부대단위 교전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가 아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네트워크 전장에서의 효과분석을 위

해 최근 복합체계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고 있는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방법론을 채택하였으며, 다양한 개체들의 기

능 정의와 행동 규칙에 따른 복잡한 상호작용을 묘사하

기 위해 계층형(Main agent & Sub-agent) 에이전트 기반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

현하는 수단으로 JAVA 기반의 상용 시뮬레이션 툴인 

AnyLogic을 사용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통신효과의 실

질적 묘사를 위해 무선채널모듈 기반의 통신효과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여기서 무선채널모듈

이란 무기체계간의 거리 및 속력, 지형 조건 등에 따라 

손실된 전파 세기를 확률적으로 산출하여 통신전달 성공

률을 계산해 주는 알고리즘이다. 

2. 전투효과분석 관련 기존 연구

2.1 전투효과분석 관련 논문
전투효과분석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전장 환경의 변

화, 신 무기체계의 등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준수 외 5명(Kim, J.S. et al. 2014)은 기존 전투체계 

효과분석에 대한 주요 연구 리뷰를 정리하였다.

김형권 외 2인(Kim H.G. et al. 2016)은 대화력전 수

행절차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론과 시뮬레이션 도

구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배장원 외 6인(Bae, J.W. et al. 2012)은 통신효과와 

NCW 전장 환경 전투효과도 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을 제안했다.

박송기, 이재영(Park and Lee 2003)은 미래정보전의 

핵심인 정보전력체계의 투자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C2 효과측정 모델에 C4I 체계 구

축에 의한 정보의 정확도 향상과 지휘 통제시간 단축에 

따른 군단의 통합 화력 운용간 전투력 상승 효과를 평가

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박양수, 정찬기(Park and Jung 2010)는 현행 및 평가 

아키텍쳐 간의 전투력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전투효과 

요소를 산출하고 설정된 시나리오에 C2 효과측정 모델에 

응용하여 이에 따른 전투효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임남규(Im 2010)는 변화하는 전장의 패러다임에 맞추

어 효과적인 효과분석 모델의 개발 및 적용의 필요성에 

따른 EA(Enterprise Architecture) 참조 모델 개념의 효

과분석 모델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강봉구 외 5인(Kang, B.G. et al. 2012)은 NCW 환경

에서 육상과 공중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군 단급 무기체

계의 전투효과 파악을 위해 계층적으로 복잡한 군 시스

템을 계층적 모듈화를 통한 모델링이 가능한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와 실제 통신 네트

워크와 유사한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툴인 OPNET을 이

용한 연구가 있다.

2.2 ABM 관련 논문

2.2.1 군사적 범위

신규현 외 3인(Shin, G.H. et al. 2012)은 정보가 왜곡

되어 통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Engagement- 

level NCW 환경에 따른 전투기 부대의 전투효과 분석을 

위해 ABM을 활용하였다. 

이재영 외 3인(Lee, J.Y. et al. 2015)은 정찰용 UGV

가 투입된 무인무기체계 소부대의 전투효과를 분석을 위

해 ABM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선우 외 3인(Shin, S.W. et al. 2017)은 다중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Multi Agent Based Modeling and Simulation, 

MABMS)으로 구축된 NCW 환경에 투입된 무기체계 시

뮬레이션 모델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Onggo and Karatas (2016)는 ABM으로 구축된 해상

탐색 시뮬레이션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무기체계의 속력

과 탐지율 성능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시뮬레이션 결과

를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TDSM(Test Driven Simulation 

Modeling)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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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비군사적 범위

ABM 방법론은 군사적 뿐만 아니라 사회 내의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또는 실제 실험이 어려울 때 많이 사용된다.

Kim, S.H. and Lee, S.W. (2015)은 에이전트 기반 소

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인 트로포스와 사회적 행동 법칙을 

결합하여 사회적 행동 법칙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Ha, S.H. et al. (2014)은 Human-Machine Interaction 

(HMI) 분야에서 인간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정량적

으로 분석하여 인간 행동을 모사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오성진, 김석태(Oh and Kim 2014)는 공간간의 관계

성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ABM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에이전트의 

속성 변화가 공간 구조의 관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3 통신효과모델링 관련 논문

2.3.1 군사적 범위

무기체계에 대한 통신효과 분석은 무기체계 간 통신실

패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통신성공 확률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심층연구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재영 외 2인(Lee, J.Y. et al. 2014)은 통신효과를 고

려한 전투효과 분석에서는 전투시뮬레이션 모델에 통신 

이론 및 수리적 기법으로 구축된 통신 시뮬레이션 모델

을 연동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군장비에 장

착되는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에 이용되는 메시지 

수, 도착률 및 전송 모드에 따른 통신 처리량을 이용한 

네트워크 성능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3.2 비군사적 범위

신용재, 최성욱(Shin and Choi 2015)은 정보통신과 운

송융합 탐색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이 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을 

하드웨어와 통신 및 소프트웨어서비스로 구분하고 각각 

외생화하여 운송산업 세부 부문에 미치는 여향을 정량적 

치환하여 통신에 대한 운송산업 효과 정도를 알아보았다.

강승석 외 8인(Kang, S.S. et al 2017)은 원전 내 무선

통신 적용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방법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원전용 계측,제어기기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무선통신기술에 대한 국내외사례 및 

전파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투효과분석, ABM 및 통신효과모델에 대한 기존연

구 내용을 요약하면, 개별주제별로 특정 환경에서 분석한 

사례는 다양하게 있으나 군사적 연구목적으로 위 세 가

지 주제를 통합 분석한 기존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미래 

NCW전장에서 새로운 무인체계 투입시 통신장애까지 고

려한 종합적 효과분석이 가능한 본 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ABM을 이용한 UGV 효과분석 모델링

3.1 시나리오

Fig. 1. Scenario overview of ABM

Environment

Vrtual area 20km x 10km
5 reconnaissance routes between blue and red forces

Terrain Cell

Cell Size 400m x 400m

the number of Cell 1,200

Cell’s Attribute Altitude

Combat Assets

Blue

Tank 30

C2 10

UGV 2

Red
Tank 15

C2 5

POD (probability of detection) & 
POH (probability of hit)

POD POH

Blue  

Red  

Table 1. Common detail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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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Figure 1.과 같은 소부대 전투 시나리

오 전장을 AnyLogic 모델을 사용해 구현하였다. 그리고 

Table 1.과 같이 기본 시나리오 자산을 적용하였으며 중

계기 사용 등의 변동사항은 기본 시나리오에 추가하여 

비교 대상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군 입

장에서의 UGV효과분석을 위해 UGV 2대를 전투자산에 

추가하여 모의하였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적군은 전차 중대 규모로 방어진지

를 편성하고 아군은 기계화 대대 규모로 공격 및 정찰을 

수행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효과분석은 시뮬레이션 수

행 후 출력된 MOE(Measure Of Effectiveness) 척도 결

과 값을 상호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시나리오의 각 

조건마다 시뮬레이션을 100회씩 수행하여 MOE 평균값

을 산출하였다. 

본 논문에서 설정한 MOE 값은 BSR(Blue Survival 

Ratio)과 RSR(Red Survival Ratio)이며, 아군과 적군의 

잔존 전투력을 각각 의미한다. 매회 시뮬레이션은 BSR 

또는 RSR값이 사전에 정해진 임계값 이하에 도달하면 

종료되며 MOE 값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한다.

  


×    


× 

  = 청군의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 전투력

  = 청군의 시뮬레이션 초기 전투력

  = 홍군의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 전투력

  = 홍군의 시뮬레이션 초기 전투력

3.2 AnyLogic 모델링

Fig. 2는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모

의논리를 UML(Unified Modeling Language) 다이어그

램으로 표현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초기 조건 즉, MOP

(장비개체 성능)를 입력할 수 있으며, MOP가 적용된 무

기체계로 시뮬레이션이 실행된다. 그리고 전투 종료와 함

께 MOE가 산출된다.

Figure 3은 모델 내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장을 의미하는 Main 에이전트와 

전장에서 활동하는 Unit에이전트, 그리고 Unit을 구성하

는 6가지 기능별로 만들어진 하위 에이전트가 있다. Unit 

에이전트는 자신의 주요 임무에 따라 UGV, Tank, C2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3.2.1 Main

Main은 전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Unit 에이전트가 활

Fig. 2. UML diagram for the simulation model

Fig. 3. Agent structure of the simulation model

동하는 메인 무대이며, 시뮬레이션이 실행 이후 전장과 

시뮬레이션 과정의 상호결과를 띄워주는 그래프로 구성

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는 전장은 전장 지도 이

미지와 그 위에 전장 사이 연결로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

간 위에서 기동, 탐지, 통신, 사격, 피해평가 등 각 기능별 

하위 에이전트들이 움직이며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3.2.2 에이전트

에이전트란 위의 개요에서 설명한 주요 임무에 따라 

나뉘는 전차, C2, UGV를 포함한 Unit에이전트와 하위에

이전트를 의미한다. 하위에이전트(Sub-agent)는 Unit에

이전트 내부에 임무중심의 기능을 가지는 6가지 에이전

트로써 기동 에이전트, 탐지 에이전트, 사격 에이전트, C2 

에이전트, 통신 에이전트, 피해평가(BDA: Battle Damage 

Assesment) 에이전트가 있다. 이들 하위에이전트는 상위 

Unit에이전트가 어떠한 임무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하위에이전트 구성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Unit에이전트가 UGV일 경우, 탐지 에이전트는 활성화되

지만, 사격의 역할은 없으므로 사격 에이전트는 비 활성

화된다. 에이전트 내 삽입되는 하위에이전트 구성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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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Table 2와 같다.

Agent Functions

Maneuver
(기동)

it has a role for Unit agent’s maneuvering
SetTo : Set a agent coordinate
MovingTo : Move to a exactly point
MovingToPath : Move to a exactly point using 
suitable path pre-define in a model

Detection
(탐지)

it has a role for Unit agent’s radar function
Detection radar loop : It can use it’s radar to 
find enimies with a certain POD

Shoot
(사격)

Shoot agent can shot to the enemy.
Shooting loop : when C2 agent ordered “fire” 
message to this agent, it create a BDA agent 
that describes cannon and performs BDA

BDA
(피해평가)

BDA judges the damage of the opponent who 
hit by the Shoot agent
BDA is a linear function along the distance 
that between shooter to target

Communication
(통신)

This describes process of the communication 
in an environment where there is a probable 
communication error due to terrain feature or 
distance.

C2
(지휘통제)

Gathering information of tank agents of UGV 
agent and order to tank, UGV agents using 
communication agents.

Table 2. Sub-agents and their functions 

4. 통신효과 분석 모델링 

4.1 통신 에이전트 모의논리 
본 논문의 ABM에서 다양한 하위에이전트가 사용되

지만 네트워크전장에서 핵심기능인 적정보 탐지/전송, 명

령하달/접수 역할을 수행하는 통신에이전트의 모의논리

는 다음과 같다. 한번의 통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Fig. 

4에 있는 송신(TX) 및 수신(RX) 프로세스를 모두 수행

해야 한다. 

송수신 1회 프로세스는 Fig. 5.의 위 부분과 같다. 즉 

통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Sender에서 Receiver에

게 통신연결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3단계 즉, 통신 

시도, 메시지 전송, 인지인식 알림의 3단계를 모두 성공

하게 되면 한 번의 통신이 완료되는 것이다.

Fig. 4. Flow chart in Communication Agent

Fig. 5. Explanation of Communication process

4.2 공격 에이전트의 피해체계

Unit에이전트는 전투를 통해 파괴 또는 고장상태가 될 

수 있다. 이를 모의하기 위해 에이전트의 피해 Rule을 정

의한다.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는 교전과정에서 

피격을 받게 되면 M-KILL, A-KILL, T-KILL 세가지 중

의 한가지 상태가 된다. M-KILL은 기동기능이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며, Unit에이전트의 Maneuver에이전트가 

시뮬레이션 종료 시까지 비활성화 된다.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그 자리에서 정찰을 하며 적군을 발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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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은 가능하다. A-KILL은 사격기능이 파괴된 상태를 

의미하며 전차의 Shoot에이전트가 시뮬레이션 종료 시까

지 비활성화 된다. 이때 Unit에이전트는 사격이 불가능하

나 기동은 가능하므로 통신에이전트 기능과 연동하여 적

군 정보 파악, 정보 전파를 주 임무로 하게 된다. T-KILL

을 기동 및 사격 기능 모두가 파괴된 상태로서 시뮬레이

션 상에서 해당 Unit에이전트는 사라지게 된다. 

4.3 통신 중계기 모델링

Fig. 6. Flow chart of Communication repeater

NCW 전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한다. 따라

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네트워크 부분이 단절되었을 

경우 각 에이전트는 중계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다.

중계기 기능이 실행되는 조건은 다음의 2가지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송신자(TX)와 수신자

(RX) 사이에 통신이 완전 실패 했을 경우 즉, 송신 후 수

신반응이 없어 2초 대기후 3차례 재전송을 했는데도 실

패했을 경우이다. 둘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중계기 

역할이 가능한 에이전트가 1개 이상 존재할 경우이다. 중

계기 기능 수행이 필요하게 되면, 송신자는 중계자에게 

수신자에게 보낼 같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며 명령어로 

“Repeat”와 수신자의 인덱스를 같이 전송한다. 이를 수

신한 중계자는 똑같은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송하게 되

는 것이다.

5. 실험 결과 분석

분석결과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실제지도를 반영하여 

지형고저에 따른 통신가시선(LOS:Line Of Sight) 유무 

상황 및 통신단절 상황 발생시 중계기를 추가하며 보완

하는 상황을 추가하여 비교하였다.  

5.1 실지도에 의한 LOS 반영시 결과 비교 
본 절에서는 ABM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

으며 이때 사용된 비교 시나리오 1, 2는 Table 3과 같다. 

두 시나리오 차이는 지형지도 반영여부에 따라 통신LOS 

적용유무이다. 여기서 K값은 Receiver 성능을 나타내며 

아래 Threshold값을 결정하는 독립변수인데, K값이 증가

하면 Threshold가 낮아짐으로써 통신성공율(BCSR: Blue 

Communication Success Ratio)이 높아지며 반대로 K값

이 감소하면 Threshold가 높아짐으로써 통신성공율은 낮

아지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mean(dB)은 통신모델에서 

산출되는 통신전송 Power의 평균값이며 거리에 반비례

하여 감소한다. 

Scenario Blue Red

1. 지형 없음 K : 1, 0.5, 0, -0.5 K : 1

2. 강원도 화천군 

일대 실지형지도
K : 1, 0.5, 0, -0.5 K : 1

Table 3. Scenarios for the effectiveness analysis experiments

Fig. 7. BSR graph for Scenario 1 

Figure 7은 Table 3. 시나리오 1에서의 실험 결과이다. 

이 경우에서는 지형 정보가 없는 가상 공간에서 청군과 

홍군이 전투를 하는 시나리오, 즉, 지형 정보가 없으므로 

에이전트 간 통신할 때 LOS가 장애받지 않는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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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높은 확률로 통신이 성공할 수 있다. 여기서 BCSR 

변화에 따른 MOE값(BSR) 비교를 위해 K값을 변화시켜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BCSR이 낮아짐에 따라 BSR과 

의 변화양상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K값이 1일 경우는, BSR 값이 평균 86.3%, BCSR이 

99.36%로 산출되었다. 즉, 통신 성공률이 99.36%로 거

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평균적으로 14%의 아군 손실

만으로 적군을 제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 통신수신 

성능이 낮아짐에 따라 BCSR이 감소함과 동시에 BSR값

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전투 자산 조건에도 통신이란 요소의 성능에 따라 아군

의 손실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BSR graph for Scenario 2

Figure 8.의 그래프는 Table 3.의 시나리오 2의 실험 

결과이다. Fig. 7과 동일하게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시나

리오 2의 경우 실제 지형지도가 적용되었다. 즉, 지형고

저가 반영되어 통신에 대한 제약이 증가하게 된다. 고도

에 의해 LOS 확보가 안 될 경우, 다른 경로 손실 함수가 

적용되어 LOS가 확보될 때보다 낮은 확률의 통신 성공

률을 갖게 된다.

K값이 1일 때를 살펴보면, BSR이 평균 78.61%, BCSR

이 평균 96.13%가 나왔다. 지형으로 인한 통신의 제약으

로 시나리오 1에 비해 아군의 손실률은 더 커졌으며, 통

신성공률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9는 시나리오 1과 2의 BSR값을 비교한 것이

다. X축은 K값이며, 위쪽 선이 시나리오 1, 아래쪽 선이 

시나리오 2의 BSR을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지도가 적용

되지 않은 시나리오 1이 BSR 값이 7.69% ~ 12.23% 높

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실제 지도가 삽입됨에 

따라, 통신 장애가 더 발생하면서 통신 장애로 인해 도달

되지 못한 통신 때문에 명령을 늦게 하달 받거나 명령을 

받지 못한 에이전트들의 손실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Comparison between Scenario 1 and Scenario 2

5.2 통신 중계기 반영시 결과비교

Division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Communication 
in only LOS 

situation

Communication 
in LOS / NLOS 

situation

Communication 
using 

Communication 
Repeater in LOS 
/ NLOS situation

Table 4. Experiment scenario using repeater

통신실패시 통신중계기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

을 추가하였다. 시나리오 #1의 경우 LOS만 고려한 경우

이며 통신 제약을 최소로 했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2의 

경우 지형고저에 의한 통신 제약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시나리오 #3은 통신 제약이 발생한 환경에서 통신 중계

기가 투입된 경우이다.

분석결과는 Figure 10과 같다. 통신제약이 가장 없는 

시나리오 #1의 경우 BSR이 84.76%이다. 이는 지형의 영

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통신효과의 단점을 최소화 시킨 

결과 가장 높은 BSR값을 보이고 있다. 시나리오 #2는 

NLOS(Non-LOS)에 의한 통신제약을 고려한 경우이며 

가장 낮은 BSR값을 보여준다. 이는 전투효과 뿐만 아니

라 통신의 영향이 전투에 어떠한 역할을 미치는지 예측

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3에서의 

BSR은 83.0%로 통신제약 환경에서 통신중계기의 투입

으로 전투효과가 다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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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네트워크화된 미래 전장환경에서 통신중계

기 역할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Fig. 10. Effectiveness of repeater  

6. 결론

미래 전장은 무기체계의 다양성, 무인화기술의 발전, 

통신테트워크 통합 등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묘사 수준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무기체계를 독립의사

결정이 가능한 에이전트로 간주하여 모의하는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이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통

신네트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해 통신의 성패 여부가 미

래 전장효과평가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장정보를 교환하는 통신기

능을 효과평가의 한 요소로 포함하여 UGV효과분석 모

델링 프로세스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시나

리오에 지형고저에 의한 LOS상태를 변수로 반영하여 가

상지도와 실지형의 두 경우를 상호비교하여 효과의 차이

를 설명하였다. 또한 통신장애에 따른 효과감소를 보완하

기 위하여 통신중계기를 투입함으로써 어느정도 효과가 

상승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통신장애요인을 무인체계효과평가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네트워크시

스템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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