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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방 분야는 해당 전장에 참여하는 모든 군, 무

기체계, 병사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네트워크 중

심 전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중심 

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전투에 참여할 모든 주체들 

간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며,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각종 훈련 체계들 간 상호 연동이 필수적이다. 따라

서 또한 기존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실기동훈련체계

(Live), 가상훈련체계(Virtual), 구성시뮬레이션

(Constructive) 체계를 연동할 수 있는 대규모 

L-V-C 체계연동 기술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연

동 미들웨어를 이용하여 L-V-C 체계를 연동할 수 

있는 연동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복합 훈련 체계들은 연동 

요구의 필요성에 비해, 이종 서버의 사용, 다양한 

개발 언어, 다양한 네트워킹 환경으로 인해 상호 연

동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국내 가상훈련체계 

및 구성훈련체계는 대부분 HLA/RTI(High Level 

Architecture/Real Time Infrastructure)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실기동훈련체계는 OMG(Object 

Management Group) DDS(Data Distribution 

Service)가 적용되고 있어서 L-V-C 훈련 체계 연

동을 위해서는 미들웨어 간 상호 연동 기술이 필요

하다. 특히, HLA는 서버 기반의 시간 동기 및 제어

가 가능한 분산시뮬레이션 환경에 적합하고, DDS는 

분산 환경의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

여 이러한 이질적인 미들웨어의 기능을 보안할 수 

있는 상호 연동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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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HLA, DDS 기반의 L-V-C 훈련 

체계 연동을 위한 미들웨어 게이트웨이를 제안한다. 

L-V-C 미들웨어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HLA와 

DDS를 연동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L-V-C 연동과 관련된 관련연구를 설명한다. 3장에

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V-C 게이트웨이 구

조 및 연구 내용을,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구현한 

L-V-C 게이트웨이와 자동 코드 생성 도구, 실제 

L-V-C 연동 시험 결과를 보여주며, 5장에서는 결

론을 포함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제안한다. 

Ⅱ. 관련 연구

1. L-V-C 연동 기술

L-V-C 연동 기술은 기 개발된 Live, Virtual, 

Constructive 훈련체계의 연동뿐만 아니라, 기존 표

준을 확장하고 호환을 유지하면서 L-V-C 체계를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1]. 현재 L-V-C 연

동 세부기술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2, 3]. 먼저 

L-V-C 체계 연동 기술은 L, V, C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연동시켜주며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기술

로 HLA, DDS, DIS(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등과 같은 연동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여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L-V-C 분산 시

뮬레이션 기술은 L, V, C, 각 훈련체계의 연동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Event Ordering, Time 

Management 등이 있다. 세 번째로 L-V-C 통합 

합성전장환경기술은 실제 전장 환경과 유사한 가상

의 합성전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성전장환경

모의/합성부대모의/다중해상도지원 기술 등이 있다. 

네 번째로 L-V-C 공통 객체 모델링 기술은 L, V, 

C 각 체계의 객체모델(데이터 및 기능)의 통합 기

능 제공을 목적으로, 각 체계 사이의 원할한 데이터 

변환을 위한 참조 모델을 제공해 준다. 다섯 번째

L-V-C 연동 개발 프로세스 기술은 L-V-C 연동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개발 프로세스 제공을 목적

으로 개발체계, 개발모델, 개발환경, 필요기술에 대

한 체계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L-V-C 연동 기술은 최종적으로 L-V-C 연동 테스

팅 기술을 통하여 L-V-C 연통 통합 테스팅을 수행

하게 되며, L-V-C 연동 체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성능 평가 요소를 추출,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L-V-C 체계 연동 기술

L-V-C 연동 세부 기술 중 L-V-C 체계 연동 

기술은 L-V-C 연동을 위한 핵심 기술로, 현재 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 연동 프로토콜은 Live

는 DDS[4, 5]를, Virtual과 Constructive는 HLA 

[6, 7]와 DIS(Distributed Interactive Simulation) 

[8]를 사용한다. 다음은 각 프로토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HLA는 분산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High Level Architecture로 시뮬레이터와 시뮬레이

터 간 데이터 연동 및 제어를 위한 표준 규약이며, 

분산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Time Management/Synchronization, Federation 

Management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RTI(Real-Time Infrastructure)는 HLA를 구현한 

구현채로 현재 다양한 벤더들이 HLA를 위한 제품

들을 제공하고 있다. 

DDS는 OMG에 의해서 제안된 실시간 대용량의 

통신 미들웨어로 완전 분산 환경을 지향하며, 데이

터 중심, Publisher/Subscriber 기반의 데이터 분배 

기능을 제공한다. DDS는 실시간 대용량 전달을 위

한 다양한 QoS를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전달 

및 제어, 관리에 필요한 네트워크 QoS를 제공하고 

있다. 

DIS는 초기 분산 시뮬레이터들의 연동을 위한 

패킷 기반의 연동 프로토콜로, PDU(Protocol Data 

Unit)를 표준화하여 각 개발 벤더의 다양한 API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간 및 동기화 개념이 없어서 시

뮬레이션 시스템의 제어에 한계를 갖는 문제점이 

있다.  

 

3. L-V-C 연동 연구

과거 L-V-C 연동 연구의 대부분은 L-L, V-V, 

C-C 등 각 독립 체계의 연동 기능에만 중점을 두

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9-11]. 또한 체계 연동의 

확장을 위해서 V-C 간의 연동으로 연구 법위를 넓

혀왔으며[12, 13], Virtual 체계(전차, 비행기 등 시

뮬레이터)와 Constructive 체계(전투 21, 창조 21

과 같은 워게임)와의 연동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L과 V-C간의 연동 연구는 부족

한데, L과 V-C의 특성의 차이(실시간/논리 시간, 

시뮬레이션 제어, 페더레이션/도메인 관리)로 인하

여 연동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L과 V-C 연동을 위한 몇몇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으며,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L과 

V-C 연동을 위한 어댑터 방식은 기존의 연동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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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V-C 게이트웨이 동작 환경

Fig. 1 L-V-C Gateway Operation Environment

토콜을 하나의 통신 채널로 이용하는 방식[14, 15]

으로, 한 프로토콜을 제어 및 통신 채널로 이용하

고, 이를 다른 프로토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댑터

를 제공함으로써 L-V-C 연동 기능을 제공해 준다. 

어댑터 방식은 구현의 편리성은 있으나, L-V-C 연

동에 필요한 시간 관리나 시뮬레이션 제어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두 번

째 방식은 연동 프로토콜 간 데이터 및 서비스 변

환을 직접 수행해 주는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변환 

프로토콜 간 특성이 다른 경우 구현의 어려움이 있

지만, L-V-C 연동에 필요한 시간관리, 시뮬레이션 

연동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L-V-C 연동을 위하여 게이트웨

이에 기반한 L-V-C 연동 방법을 제안하며, 이를 

위하여 L-V-C 연동 게이트웨이의 구조 및 구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Ⅲ. 연구 내용

1. L-V-C 게이트웨이 동작 환경

본 논문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L-V-C 게이트웨

이 동작 환경을 그림 1을 통하여 설명한다.

L-V-C 게이트웨이(GW)는 L, V, C 각각을 연

동하고 있는 연동 프로토콜인 HLA, DDS, DIS로부

터 수신된 메시지를 변환하고, 다시 각각의 HLA, 

DDS, DIS 메시지로 재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이종 연동 프로토콜 간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L-V-C 게이트웨이는 지역적으로는 LAN(Local 

Area Network) 환경에서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수

행하며, WAN(Wide Area Network) 환경으로 연동

기능 확장을 위하여 L-V-C 라우터를 제공한다. 

그림 2. L-V-C 게이트웨이 구조

Fig. 2 L-V-C Gateway Structure

그림 3. L-V-C 게이트웨이 구성 블록

Fig. 3 L-V-C Gateway Composition Blocks

현재 본 논문에서는 L-V-C 라우터의 기능만을 설

명하며 구현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L-V-C 라우터는 구현될 예정이다.   

2. L-V-C 게이트웨이 구성

그림 2는 L-V-C 게이트웨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L-V-C 게이트웨이는 HLA의 연동 환경인 

Federation과 DDS 연동 환경인 Domain을 연동하

기 위하여 L-V-C 게이트웨이 안에 게이트웨이

(GW) Federate와 게이트웨이(GW) 

Domainparticipant를 생성한다. 생성된 Federate와 

Domainparticipant는 L-V-C Function의 기능 모

듈을 이용하여 L-V-C 연동을 수행한다. L-V-C 

Function은 HLA와 DDS 간 객체 연동, 데이터 연

동, API 연동, QoS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3은 L-V-C 게이트웨이를 위한 블록 구성

도 및 블록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FOM 관리 블록

은 HLA의 RPR-FOM (Real-time Platform 

Reference/Federation Object Model) 정보를 바탕



348        L-V-C 훈련체계 연동을 위한 HLA, DDS 기반의 연동 미들웨어 게이트웨이

 그림 4. FOM 관리 블록

Fig. 4 FOM Management Block 

으로 L-V-C 게이트웨이 실행을 위한 소스코드 생

성 기능을 제공한다. RPR-FOM은 HLA에서 연동에 

사용하는 데이터 및 객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파일로, XML 파일의 문서 규격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L-V-C 게이트웨이는 연동에 필

요한 데이터 및 객체 정의를 위하여 RPR-FOM 파

일의 정보를 이용한다. L-V-C 게이트웨이 소스 코

드에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객체 생성 및 데이터 

연동에 필요한 코드를 포함한다. 데이터 변환 블록

은 L-V-C 게이트웨이에서 연동하려고 하는 이종 

미들웨어 간 데이터 변환 및 전달 기능을 제공하며, 

본 논문에서는 HLA, DDS에 대한 데이터 변환 및 

전달에 대한 기능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L-V-C 게이트웨이의 QoS 관리 블

록은 이종 미들웨어 간 QoS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로, 현재 HLA는 4개의 QoS를 DDS는 22개의 QoS

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에 관련된 QoS 연동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 장에서 L-V-C 게이트웨이 블록 구

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3. FOM 관리 블록

FOM 관리 블록은 L-V-C 게이트웨이에 연동되

는 Live, Virtual, Constructive 훈련체계의 데이터 

및 객체에 대한 명세인 RPR-FOM 정보를 처리하

고, 처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HLA를 위한 헤더 파

일 및 DDS를 위한 Topic 파일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생성된 HLA 헤더 파일과 Topic 파

일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L-V-C 게이트웨이에서 

동작할 수 있는 HLA 소스 코드 및 DDS 소스 코드

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고 있는 FOM 관리 블록의 전체적인 구조

도이다. 

그림 4에서 RPR FOM Parser 모듈은 

RPR-FOM XML 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파싱한 후 

파싱 정보를 RPR FOM Repository에 저장한다. 

RPR FOM Repository에 저장된 정보는 HLA의 

Object와  Interaction 정보, DDS를 위한 데이터 

및 토픽 타입 등 실제 HLA와 DDS 연동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Header/Topic Generator는 HLA 객체 생성을 

위해서 필요한 HLA 헤더 파일 및 DDS Entity 생

성을 위해서 필요한 Topic 파일을 생성하는 모듈이

다. L-V-C 게이트웨이는 이종 미들웨어에 대한 데

이터 변환 및 프로토콜 변환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

재 본 논문에서 연동되고 있는 HLA와 DDS는 사용

할 데이터에 대한 타입을 미리 헤더 파일이나 토픽 

파일 형태로 지정해 줘야 데이터에 대한 연동이 가

능하다. 따라서 L-V-C 게이트웨이는 연동할 데이

터에 대한 정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하며, RPR 

FOM 정보를 바탕으로 Header/Topic Generator에 

의해서 생성된 HLA 헤더 와 Topic 정보를 이용하

여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연동 객체를 생성한다. 

Source Code Generator는 Header/Topic 

Generator에서 생성된 Object 헤더 파일과 Topic 

파일을 바탕으로 실제 L-V-C 게이트웨이를 실행시

킬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L-V-C 게이트웨이는 게이트웨이에

서 사용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의가 미리 이루어

져야 HLA, DDS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연동 객체

를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사용할 데이터 타입이 

변하게 되면, 계속해서 L-V-C 게이트웨이 소스가 

변해야 하는데 Source Code Generator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을 자동 생성하게 하

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L-V-C 게이트웨이를 쉽게 

구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데이터 변환 블록

데이터 변환 블록은 L-V-C 게이트웨이에서 이

종 미들웨어 간 데이터 변환 및 데이터 연동 기능

을 수행한다. 데이터 변환 블록은 HLA, DDS 각 프

로토콜로부터 도착된 데이터 및 메시지를 데이터 

변환 기능을 통해 다른 HLA, DDS 프로토콜로 변

환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변환 블록은 

FOM 관리 모듈에서 생성된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변환 및 연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또한 FOM 관리 블록에서 사용한 FOM 정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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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데이터 변환 블록

Fig. 5 Data Conversion Block

반으로 HLA, DDS의 데이터 통신 개체에 대한 데

이터 연동을 수행한다. 데이터 변환 블록의 주요 기

능은 HLA, DDS 간 데이터 송수신 처리 및 이종 

미들웨어 간 API 변환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5는 L-V-C 게이트웨이의 데이터 변환 블

록의 구조를 보여준다. Federate/Domain Manger

는 L-V-C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HLA Federate 정

보와 DDS Domainparticipant 정보를 수집 관리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L-V-C 게이트웨이가 연동하

기 위해서는 L-V-C 게이트웨이와 연동되고 있는 

Federate와 Domainparticipant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수신된 데이터에 대한 처

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Object/Entity Manger는 L-V-C 게이트웨이에

서 이종 미들웨어 간 데이터 변환 및 연동을 위해

서 필요한 HLA, DDS 각 통신 객체를 관리하고 통

신 객체 매핑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 기능을 이용하

여 HLA Object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DDS 

Entity에 넘겨서 데이터 연동을 수행하며, 반대로 

DDS Entity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HLA Object로 

전달할 수 있다. 

Object/Entity Function 모듈은 L-V-C 게이트

웨이에서 동작하는 통신 객체 간 데이터 변환과 관

련된 API 매핑 기능을 제공한다. Object/Entity 

Function은 HLA의 reflect API로 수신된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DDS의 write API와 매핑 기능을 제

공한다. 반대로 DDS의 read API로 부터 수신된 데

이터를 위해서 HLA의 update API를 이용하여 데

이터 연동을 수행하게 된다. 

FOM 데이터 변환 모듈은 L-V-C 게이트웨이에

서 동작하는 통신 객체 간 데이터 변환을 위한 데

이터 타입 및 매핑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 HLA 

Object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DDS Entity의 데이

그림 6. HLA와 DDS QoS 매핑

Fig. 6 QoS Mapping of HLA and DDS

터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추후 FOM 데이터 

변환 모듈은 Ontology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데

이터 타입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

다. 

5. QoS(Quality of Service) 관리 블록

QoS 관리 블록은 L-V-C 게이트웨이에서 DDS

와 HLA를 사용하는 End Systems 간 QoS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다. 현재 DDS는 22개의 

QoS를 제공하고 있으며, HLA는 공식적인 QoS를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기능적으로 분류하여 4개의 

QoS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림 6은 HLA와 DDS 간 

QoS 매핑 관계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HLA와 DDS의 QoS를 고려하여 

총 4개의 QoS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은 본 논문

에서 지원하고 있는 QoS에 대한 설명이다. 

Reliability는 신뢰적인 데이터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며, Destination Order는 수신된 메

시지에 대하여 시간 우선순위, 수신 우선순위를 정

하는 기능이다. Content_Based_Filter는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Ownership은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나

타낸다. 그림 7은 QoS 관리 블록의 구조를 보여준다.

QoS 관리 블록은 FOM 관리 블록을 활용하여 

구현된다.  QoS  관리 블록의 QoS  Parse r는 

R P R - F O M 의  Q o S  정 보 를  분 석 하 여  Q o S 

Repository에 저장한다. RPR-FOM의 객체의 속성 

정보에는 QoS를 설정할 수 있는 Attribute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QoS Parser가 파싱하여 저

장하게 된다. QoS Repository에 저장된 정보는 

FOM 관리 블록의 소스 코드 생성 시 QoS Code 

Generator에 의해서 HLA와 DDS의 QoS 설정 코

드로 변환된다. DDS의 Content_Based_Filer QoS 

기능은 HLA의 Data Distribution Service의



350        L-V-C 훈련체계 연동을 위한 HLA, DDS 기반의 연동 미들웨어 게이트웨이

그림 7. QoS 관리 블록

Fig. 7 QoS Management Block

Region 으로 매핑 가능한데, RPR-FOM에서 이 기

능은 지원되고 있지 않아서, RPR-FOM에 L-V-C 

게이트웨이 추가 QoS를 제공하여, 

Content_Based_Filter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L-V-C 게이트웨이 자동 코드 생성 도구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L-V-C 게이트웨

이의 자동 코드 생성 도구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L-V-C 게이트웨이 코드 구현을 위하여 

HLA 연동 부분은 MAK사의 RTI V4.2를 이용하였

고, DDS 연동 부분은 ETRI에서 개발한 DDS 제품

군인 EDDS를 이용하였다. 그림 8에서 L-V-C 게

이트웨이 자동 생성 도구는 L-V-C 연동 데이터를 

위하여 RPR-FOM XML 파일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림 8의 왼쪽 상단에 RPR-FOM XML 파일을 처

리하기 위한 XML Parser의 기능 구현을 보여준다. 

XML Parser는 소스 코드 생성을 위하여 HLA 

헤더 파일 및 DDS 토픽 파일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림 8의 HLA/DDS Header/Topic 부분이 이 기능

을 표현한다. 최종적으로 L-V-C 게이트웨이 자동 

코드 생성 도구는 HLA 헤더와 DDS 토픽 정보를 

이용하여 L-V-C 게이트웨이 소스 코드를 생성한

다. 그림 8의 오른쪽 부분이 L-V-C 게이트웨이의 

소스 코드 부분이다. 

2. L-V-C 게이트웨이 연동 테스트

L-V-C 게이트웨이 소스 코드 생성 도구를 통해

서 생성된 L-V-C 게이트웨이의 연동 실험을 위하

여 본 논문에서는 그림 9와 같은 연동 테스팅 환경

을 구성하였다. 

그림 8. L-V-C 게이트웨이 소스 코드 생성 도구

Fig. 8 L-V-C Gateway Source Code Generation 

Tool

그림 9. L-V-C 게이트웨이 연동 테스팅 환경

Fig. 9 Interoperability Testbed Environment of 

L-V-C Gateway 

L-V-C 게이트웨이의 연동 테스팅 환경은 Live 

훈련체계로 UAV와 전투과학화훈련단(KCTC)의 부

대 훈련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Live 훈련체

계는 DDS를 기반으로 연동을 수행하였으며, UAV

는 실제 비행체의 비행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KCTC 부대 훈련은 전투과학화훈련단

의 실제 연대급 부대 훈련 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Virtual과 Constructive 훈련 체계

는 HLA를 이용하여 연동을 수행하였다. Virtual 훈

련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K1A1 

장갑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였고, Constructive 훈

련체계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계화보병대대 훈련을 

위한 교전급 모델인 전투 21을 활용하였다. 

테스팅 환경 구축을 위해서 RPR-FOM을 기반으

로 연동에 필요한 데이터 타입을 정하였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타입은 RPR-FOM을 기준으로 

Object는 Environment, Aircraft, GroundVehicle, 

Human,  Sensor  등의 정보가 사용되었으며, 

Interaction은 Acknowledge, Action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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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V-C 게이트웨이 연동 시스템

Fig. 10 Interoperability Test Systems of 

L-V-C Gateway

ActionResponse, EventReport 등이 사용되었다. 

그림 10은 그림 9의 L-V-C 게이트웨이 연동 

테스팅 환경을 이용하여 실제 L-V-C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Live 훈련체계인 UAV, KCTC 부대 훈련, 

Virtual 훈련체계인 K1A1 전차, Constructive 훈련

체계인 전투 21을 연동한 연동 테스팅 결과를 보여

준다.  

L-V-C 게이트웨이는 각 훈련체계로부터 전달된 

HLA, DDS 데이터를 변환하여 상대 훈련체계의 

HLA, DDS 데이터로 변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투 21 훈련체계에 UAV, KCTC 부대 훈련, 

K1A1 전차가 연동되어 동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PR-FOM을 기반으로 L-V-C 

게이트웨이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구조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L-V-C 게이트웨이 자동 생성 도구

를 제시하였으며, 생성된 L-V-C 게이트웨이 연동 

기능 테스팅을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

는 Legacy 훈련체계인 Live, Virtual, 

Constructive 훈련체계의 연동을 보여주었다. 

현재 본 논문에서는 L-V-C 게이트웨이의 생성 

및 연동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향후 

L-V-C 훈련체계의 시뮬레이션 연동 환경 제공을 

위하여 Time Management/Synchronization, 

Federation Management 기능 등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DIS 프로토콜을 위한 연동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의 전장 환경은 네트워크 기반의 인공합성

전장 환경으로 훈련 및 전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L-V-C 게이트웨이

를 이용하면 앞으로 다가 올 미래 합성저장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방 

훈련쳬계 관련 산업 및 유관 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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