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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Traffic Control for War-game Simulation in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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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tributed war-game simulation system has been used to represent the virtual battlefield environment. In order 
to produce a simulation result, simulators connected from a network transfer messages with location information of 
simulated objects to a central simulation server. This network traffic is an immediate cause of system performance 
degradation. Therefore, the paper proposes a system to manage and control network traffic generated from distributed 
war-game simulation. The proposed system determines the moving distance of simulated objects and filters location 
messages by a distance threshold which is controlled according to system conditions like network traffic and location 
error. And, the system predicts the next location of simulated objects to minimize location error caused by message 
filtering.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system is effective to control the network traffic of distri-
buted war-game simulation systems and reduce the location error of simulat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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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복잡한 가상전장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수의 시뮬레이터들을 연결한 분산 컴퓨팅 기반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이용되고 있다. 모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네트워크상의 각 시뮬레이터들은 중앙 모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송수신하

게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은 전체 시스템 성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 워게임 시뮬레

이션 시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메시지 수신 시 해당 모의 

개체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거리 임계값과 비교하여 해당 메시지를 필터링한다. 거리 임계값은 네트워크 트래픽 및 위치

오차와 같은 시스템 조건에 따라 조절된다. 그리고 모의 개체의 위치를 예측함으로써 메시지 필터링 시 발생되는 위치오차를 

최소화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시스템이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메시지 필터링에 따른 

모의 개체의 위치 오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주요어 : 워게임,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메시지 필터링, 분산 시뮬레이션, 위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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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을 주도로 다양한 워

게임 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되어 군사 훈련, 무기 개발, 
전투 실험 등과 같은 국방 관련 주요 분야에 적용되고 있

다
[1-2]. 초창기 워게임 모델은 싱글 머신을 기반으로 한 단

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네트워크 및 IT 기
술의 발달과 함께 점차 무기체계 M&S 개발 환경이 복잡

하고 특수한 기능의 수행을 필요로 함에 따라 상호 연동

성, 상호 운용성 및 재사용성을 갖춘 다양한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들이 연구 및 개발되었다
[3].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은 복잡한 가상 전장 환경을 표현하기 위

해 분산 네트워크상에서 많은 수의 이기종 시뮬레이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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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산 컴퓨팅 환경 기반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을 연결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무기체계 소요분

석, 개발, 시험평가, 훈련 등과 같은 군사용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을 실현한다
[4]. 

분산 컴퓨팅 환경 하에서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가상 

전장 환경의 각 모의 개체를 표현하는 시뮬레이터들과 중

앙 모의 서버간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 통신을 통

해 이루어진다. 또한, 모의 개체의 이동에 따라 해당 개체

의 위치 정보 역시 이러한 메시지 통신을 통해 전달되며 

갱신되는데 이는 전체 시스템 성능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네트워크 트래픽의 증가는 통신 회선의 점유 

시간을 늘리고 중앙 서버의 작업 부하를 높임으로써 시스

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이는 전송 오류를 증가시킴

과 동시에 데이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는 분산 시뮬레이션의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들

의 대부분이 가상 전장 환경의 구현 및 전투모의 구성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시 각 시뮬

레이터가 발생시키는 모의 개체의 위치 정보 메시지 수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안정적인 모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

여 이동성을 갖는 모의 개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모

의 개체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특정 거리 임계값을 기준

으로 이동성에 따른 위치정보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작업 부하 및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

소시킨다. 또한 메시지 필터링에 따른 위치 오차를 줄이

기 위해 통계적 예측 기법을 이용하여 모의 개체의 위치

를 예측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산 컴퓨팅 

환경 기반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

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구성 및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

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 연구

2.1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워게임 시뮬레이션
이장에서는 분산 컴퓨팅 환경 기반의 워게임 시뮬레이

션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게임 시뮬레이

션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산 컴퓨팅 환경 기반으로 점차 

발전되어 왔다.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기반 워게임 시뮬

레이션 체계인 SIMNET(SIMulation NETwork)[5]
를 시

작으로 대규모 가상 환경에서 다수의 시뮬레이터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형 분산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DIS 
(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6], 개략 모사 수준의 

전투 객체를 모델링하고 논리적 시간을 기반으로 분산 시

뮬레이션을 실시한 ALSP(Aggregate Level Simulation 
Protocol)[7]

와 같은 다양한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모델 

및 기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또한, 현재에는 이기종 시뮬레

이터 간의 상호 운용성 및 컴포넌트 재사용성을 고려한 분

산 실시간 시뮬레이션 아키텍처인 HLA/ RTI(High Level 
Architecture / Run Time Infrastructure)[8]

가 국제 표준으

로 인증 받아 대규모 전투모의 훈련 및 무기 체계 분석과 

같은 다양한 국방 관련 시뮬레이션에 활용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대부분의 분산 컴퓨팅 환경 기반의 워게임 시뮬

레이션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그림 1과 같은 구조로 구성

되어 있다.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각 시뮬레이터(Simulator)들은 

전장 환경 내에서 모의되는 개체(Object)를 생성하고 이

를 시뮬레이션하며 이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중앙 모

의 서버(Central Simulation Server)에 전송한다. 또한 원

활한 워게임 시뮬레이션 진행을 위해 가상 전장 상에서 

이동하는 모의 개체를 담당하는 각 시뮬레이터는 중앙 모

의 서버와 일정 시간 마다 주기적인 메시지 통신을 통해 

해당 개체의 위치 정보를 갱신하게 된다. 이러한 주기적

인 메시지 송수신은 전체 시스템의 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제한된 성능의 컴퓨팅 및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

하는 분산 컴퓨팅의 특성 상 많은 수의 통신 메시지는 중

앙 모의 서버의 작업 부하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분산 시뮬레이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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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

스템 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제

어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산 워게임 시뮬

레이션 모델들은 모의 객체 모델링, 객체 간 동기화 및 시

간 관리, 모의 결과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네트

워크 트래픽 제어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위한 방법으로 

모의 개체의 이동거리에 따른 메시지 필터링 및 이동체 

위치 예측을 제안한다. 위치 정보 갱신을 위한 메시지가 

시뮬레이터로부터 전송되기 전 메시지 내의 이동 정보를 

바탕으로 메시지 필터링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며 예측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메시

지 필터링 시 발생하는 모의 개체의 위치 오차를 줄인다.

2.2 분산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워게

임 시뮬레이션에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

리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분산 시스템에서 다양한 상호작용

을 위한 메시지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목적 호스트에 

전송하는 모바일 에이전트 모델
[9],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

인 DIS(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에서 발생되

는 불필요한 메시지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그리드 기반의 

데이터 분산 관리 모델
[10], DIS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관리하기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예측 모델
[11]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워게임 시나리오, 모의 전투 

개체 등과 같은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워게임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개체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메시지 필터

링이 가능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3.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

이 장에서는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환경 상에서 각 

시뮬레이터로부터의 위치 정보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이

때 발생하는 위치오차를 줄이기 위해 이동 개체의 위치 

예측을 실시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

스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기존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과 달리 제안된 시스템은 

메시지 필터(Filter)와 위치 예측 모듈(Location Predictor)
을 포함한다.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산된 시뮬레이

터들은 보병, 전차, 전투기 등과 같은 다양한 모의 개체를 

생성하고 각 모의 개체가 가상 전장 환경 상에서 이동할 

경우 이에 대한 이동정보를 중앙 모의 서버에 전송하게 

된다. 이 때, 메시지 필터는 분산된 시뮬레이터로부터 모

의 개체의 위치 정보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이를 특정 거

리 임계값에 따라 필터링함으로써 이동 개체의 위치 갱신 

여부 및 메시지 전송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치 

예측 모듈은 메시지 필터링 시 발생하는 모의 개체의 위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위치 데이터베이스(Location Data-
base)에 저장된 각 이동개체의 이동 경로(Historical Data)
를 바탕으로 각 모의 개체의 다음 번 이동 위치를 예측함으

로써 메시지 필터링에 따른 위치 오차를 최소화하게 된다.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 제

어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의 개체 위치의 갱신 주기이

다. 너무 빈번한 위치 정보 갱신은 통신 회선 점유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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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동 거리 기반의 메시지 필터링

그림 4. 거리 임계값 조절

신 부하 증가로 인해 전체 시스템 성능 저하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한다. 또한, 너무 드문 위치 정보 갱신은 각 모

의 개체의 위치 오차를 증가시켜 전투 모의와 같은 분산 

협동 처리 시 개체 간 충돌 및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으로 모의 개체의 위치를 갱신하고 메

시지를 필터링할 것인가는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의 핵심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필터링 기준 요소인 

위치 메시지의 전송 시간 간격 대신 모의 개체의 이동 거

리를 적용한다. 모의 개체의 이동 속도는 시간에 따라 일

정하지 않고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 모의 개체가 먼 거리를 이동할 경우, 상당

한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정 시간 간격

에 따라 모의 개체의 위치를 갱신하는 것보다 모의 개체

의 이동거리에 따라 위치를 갱신하는 것이 동적인 이동성

을 갖는 모의 개체의 메시지 필터링에 더 효과적이다.
그림 3은 모의 개체의 이동성에 따른 메시지 필터링 과

정이다. 메시지 필터는 시뮬레이터로부터 위치 정보 메시

지를 전달받을 경우 메시지 안에 포함된 모의 개체의 이동 
거리(Moving Distance)와 거리 임계값(Distance Threshold)
을 비교한다. 모의 개체의 이동 거리는 다음과 같이 측정

된다. 각 개체는 x, y, z 좌표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 p를 

표현한다. 개체의 이동 전 좌표를 p1(x1, y1, z1)이라고 하

고 개체의 이동 후 좌표를 p2(x2, y2, z2)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일정 시간 t동안 모의 개체의 이동 거리 Mp1→p2(t)

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12]

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1)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 

    
 (1)

이와 같이 계산된 모의 개체의 이동 거리가 거리 임계

값 이하일 경우 메시지를 필터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메시지를 중앙 모의 서버에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

는 두 가지 타입의 거리 임계값(High Threshold, Low 
Threshold)을 이용한다. 두 거리 임계값의 실제적인 수치

는 이동개체의 타입 및 평균 이동거리등을 이용하여 결정

된다. 우리는 메시지 전송량과 위치 오차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통해 상황에 따라 거리 임계값을 조절한다.
그림 4는 시스템 상황에 따른 거리 임계값의 조절 과정

을 보여준다. 트래픽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메시지 필터

의 특성 상 기본적인 거리 임계값은 High Threshold이다. 
필터링 후 메시지 필터는 모의개체의 평균 예측 오차가 

해당 모의 개체의 최대 이동 거리의 20% 이상으로 증가

할 경우 거리 임계값을 Low Threshold로 변경한다.
이와 같이 임계값 조정을 통해 위치 오차가 어느 수준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일

정 수준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지하면서 위치 오차를 최

소화할 방법으로 모의 개체의 위치 예측을 적용한다. 물
론 모의 개체의 이동성(Mobility)을 완벽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워게임 시뮬레

이션상의 모의 개체들은 정해진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의해 이동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 

따라 객체들의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충분히 모의 개체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와 같은 산악지형에서 3개의 소대 A, B, C가 진

지를 구축하고 정찰을 나간다고 가정하자. 모든 소대원는 

A2지역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F2지역까지 이동을 한 다음 

진지를 구축한다. 그 다음, 각자 맡은 지시에 따라 A소대

는 진지 방어를 위한 주변 경계근무에 돌입하고 B소대는 

아래의 산길을 따라 C소대는 오른쪽의 대로를 따라 수색

작업에 나선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라 A소대, B소대, C
소대의 이동경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 A소대 = A2→B2→C2→D2→E2→F2→{E1, E2, 
F1, F2} 

• B소대 = A2→B2→C2→D2→E2→F2→G2→G3
→G4→G5→H5→H6→G6→H6→H7→H8→I8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제18권 제4호 2009년 12월 5

그림 5. 모의 개체의 이동 시나리오 예시

→J8→K8
• C소대 = A2→B2→C2→D2→E2→F2→G3→H3

→I3→J3→K3→L3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의 개체의 완벽한 좌표를 예측

할 순 없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

측 알고리즘과 현재 지역에 따른 이동 지역의 제약조건을 

이용할 경우 어느 정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예를 들

어, 모의 개체 1이 A소대에 속하는 소대원이며 현재 위치 

p1이 F2 지역에 포함될 경우, 모의 개체 1의 다음 위치 p2

는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p2 ∈ E1, E2, F1, F2 (if p1 ∈ F2)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예측 알고리즘인 이중 지수 

평활법(Double Exponential Smoothing)[13]
을 응용하여 

식 (2)와 같이 모의개체의 이동거리를 추정한다. 이중 지

수 평활법은 최근 관측 자료에 큰 가중치를 두고 과거 자

료일수록 작은 가중치를 두는 일종의 가중평균 기반의 예

측방법으로 직관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많은 자료의 예측 

시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우리는 이중 지수 평활법

을 적용함으로써 위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나리

오에 따른 일정한 이동 패턴, 즉 추세를 가진 워게임 모의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거리를 예측한다.

 




 ×

  
  

(2)

식 (2)에서 Pd는 모의개체의 예측된 이동거리, Md는 

실제 측정된 이동거리이다. 여기서 이동거리는 모의 개체

의 x방향 이동거리 또는 y방향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Pdd

는 모의개체의 기본적인 이동거리이며 α는 예측 이동거

리와 실측 이동거리간의 가중치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

을 통해 최적의 α 값으로 0.4를 선택하였다. 이는 4장의 

실험결과를 통해 입증하도록 한다. 이렇게 추정된 x방향 

및 x방향 이동거리인 xPdt+1, yPdt+1를 이용하여 모의 개

체의 다음번 이동 위치 (xt+1, yt+1)를 아래의 식 (3), (4)와 

같이 예측한다.

    (3)

    (4)

z좌표는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장 지도 정

보를 이용하여 (xt+1, yt+1)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도(altitude)
로 대체한다.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장 지

도 정보는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함께 이동 제약조건의 

설정에 이용된다.
위치 예측 모듈은 이렇게 예측된 모의 개체의 위치 정

보를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메시지 필터링 

시 해당 모의 개체의 위치 정보로 대체함으로써 전투모의 

시 발생될 수 있는 위치 오차로 인한 개체 충돌, 데이터 

손실 및 오류 등을 줄여줄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를 위해 DEVS 시뮬레이션 & 
모델링 환경

[14] 상에서 제안된 위치 예측 기반의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성능 지

표를 측정하였다. 실험에서는 전장 환경 상의 이동 객체

의 타입을 보병으로 한정하여 그림 5의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실제 모의 전장 환경 상에서는 

보병, 전차, 차량, 헬기, 전투기 등 수많은 타입의 모의 개

체가 존재하지만 실험의 복잡성을 간소화하고 이동 패턴

의 추출을 손쉽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전투 요소인 

보병을 모델로 선택하였다. 전체 전장은 그림 5와 같이 

100×100의 크기(Pixel)를 가진 96개의 지역(area)으로 구

성되었으며 Random Way point 모델
[15]

을 응용하여 식 

(5), 식 (6)과 같이 각 모의 개체의 x좌표와 y좌표를 일정

시간간격마다 변화시켰다. z좌표의 변화는 3장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x, 
y좌표의 고도를 고려하였다. 식 (5)와 (6)에서 는 모의 

개체의 기본 이동속도를 나타내고 Θ는 속도 편차율을 나

타내며 Smax는 최고 속도 편차를 나타낸다. random( )은 

-1부터 1까지의 값을 반환하는 랜덤 함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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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α값의 변화에 따른 절대평균 백분비오차

Alpha (α) 값 절대평균 백분비오차 (%)

0.1 11.53673

0.2 9.142434

0.3 8.906877

0.4 8.760155

0.5 8.882692

0.6 10.91756

0.7 12.93388

0.8 15.11017

0.9 17.71788

그림 6. 거리 임계값에 따른 통신 메시지 수 비교

그림 7. 모의 개체의 위치 예측에 따른 위치 오차 비교

   
××   (5)

   
××   (6)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에 앞서 시스템에서 사

용된 예측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우리는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는 성능지표로서 식 (7)과 같이 절대평균 

백분비 오차(MAP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16]

를 선택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예측 결과를 도출하였

다. 또한, 예측 정확도의 개선을 위한 최적의 α 값을 찾기 

위해 α 값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각 예측 데이터의 절대평

균 백분비 오차를 측정하였다. 식 (7)에서 Yt는 실측 이동

거리를 Ft는 예측 이동거리를 가리키며 n은 이동거리 데

이터의 수를 의미한다.

   ×  (7)

표 1은 α 값의 변화에 따른 절대평균 백분비 오차를 보

여준다. 절대평균 백분비 오차가 0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예측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10%이하 일 경우 

아주 정확한 예측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1의 

결과에 따라 α 값이 0.4일 경우 가장 낮은 절대평균 백분

비 오차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α 값
이 0.4로 고정한 후 제안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시스템

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 6은 중앙 모의 서버가 각 분산 시뮬레이터로부터 

전달받은 총 위치 정보 메시지의 수를 보여준다. 시뮬레

이션 시간 동안 분산 시뮬레이터들이 발생시킨 메시지의 

수는 총 12000개이다. 우리는 메시지 필터링을 위해 거리 

임계값을 세 가지 형태(Low Threshold, High Threshold, 
Threshold Tradeoff)로 조절하여 메시지 수를 측정하였다. 
Low Threshold의 경우, 3618개의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30.15%의 메시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High 
Threshold의 경우는 5732개의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가장 

높은 47.77%의 메시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High 
Threshold와 Low Threshold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Thres-
hold Tradeoff의 경우 5264개의 메시지를 필터링하여 High 
Threshold의 메시지 감소율과 거의 유사한 43.87%의 메

시지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제안된 위치 예측기법의 성능 평가를 

위해 우리는 그림 7과 같이 모의 개체의 위치 예측에 따

른 각 모의개체의 평균 위치 오차를 측정하였다. 평균 위

치 오차 e는 식 (8)과 같이 계산된다. 식 (8)에서 n은 모의

개체의 수를 나타내며 m은 위치 데이터의 수를 나타낸다. 
ls는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모의개체의 위치

를 나타내며 lr은 실제 모의개체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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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거리 임계값에 따른 위치 오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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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Low Thres-
hold의 경우 위치 예측 기법 적용 시 평균 위치 오차는 

6.06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3.42이었다. 이는 

위치 예측 기법의 적용을 통해 54%의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를 위해 

잦은 필터링이 발생하는 High Threshold의 경우 위치 예

측 기법 적용 시 평균 위치 오차는 9.23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1.49이었다. 이는 87%의 위치 오차 감소

율로 잦은 필터링으로 인해 위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하더라도 위치 예측을 통해 위치 오차를 확연히 줄여

준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림 7의 결과를 통해 Low Threshold를 기준으로 메시

지 필터링을 실시하였을 경우 High Threshold보다 34% 
감소된 평균 위치 오차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바탕으로 Low Threshold가 High Thres-
hold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6의 결과

와 같이 High Threshold는 Low Threshold보다 25% 적
은 메시지 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Low Thres-
hold와 High Threshold는 각각 위치 오차의 최소화, 네트

워크 트래픽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이

러한 거리 임계값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Threshold Trade-
off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그림 6의 결과를 통해 High Thres-
hold와 유사하게 위치 정보 메시지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아래의 그림 8과 같이 평균 위

치오차를 측정하였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초기에는 High 

Threshold와 유사하게 평균 위치 오차 10을 기록했으나 

거리 임계값 조정을 통해 점차 상승 하강을 반복하며 최

종적으로는 Low Threshold와 유사한 6.63의 평균 위치 

오차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Threshold Tradeoff
를 제안된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Low Threshold와 High 
Threshold의 목표인 위치 오차와 네트워크 트래픽의 최

소화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분산 워게임 시뮬레이션 시 발생

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거리 임계값을 기준으로 모

의 개체의 이동거리에 따라 필터링을 실시하는 메시지 필

터와 메시지 필터링 시 발생되는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의 개체의 이동거리를 추정하여 다음 번 위치를 예

측하는 위치 예측 모듈로 구성된다. 또한 논문에서는 거리 
임계값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Threshold Tradeoff 
방식을 시스템에 적용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논문에서 

제안된 Tradeoff 기반의 메시지 필터링과 위치 예측 기법

이 분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시

키고 메시지 필터링 시 발생되는 위치 오차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환경 상에서 한 가지 타입의 모의 개체를 기준으로 시뮬

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분

산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환경인 HLA/RTI[8]
상에서 다양

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입의 모의 개체들에 

대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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