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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서비스에 의한 HLA 페더 이션 연동 성능 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Interoperated HLA Federations for MO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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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Level Architecture(HLA) is a specification for interoperation among heterogeneous simulators which are 
executed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HLA originally allows a number of federates to join in a federation using a 
single RTI(Run-Time Infrastructure). To interoperate federations without modifying RTI, agent federate, which 
represents behavior of a federation, can be used. Agent federate can use MOM(Management Object Model) service 
or agent-user protocol to acquire information of a federation. This paper performs various experiments to measure 
performance of two architectures. MOM service shows a loss of performance but can be applied without modifying 
user federates. Experiment results can be used to determine appropriate architecture for interoperation of fe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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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LA(High Level Architecture)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

발되는 시뮬 이터들의 연동을 해 제안된 표 으로 

2000년에 IEEE1516 표 으로 선정되었다[1]. RTI(Run- 
Time Infrastructure)는 HLA 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

트웨어이다. HLA는 분산된 환경에서 수행되는 개별 

시뮬 이션을 페더 이트로 정의하고 페더 이트들의 

집합을 페더 이션으로 정의한다. HLA/RTI 환경에서 

연동 시뮬 이션의 수행을 해서 페더 이트들로 페

더 이션을 구성하고 FOM(Federation Object Mod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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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 이트들 간에 주고받을 객체 정보를 기술한다. 
페더 이션 내에서 페더 이트들은 RTI가 제공하는 

HLA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동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HLA는 하나의 페더 이션에서의 시뮬 이션만을 

정의하기 때문에 페더 이션 연동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두 페더 이션의 통합 시뮬 이션이 필요한 경

우가 있다. 를 들어 서로 다른 국가에서 개발된 워

게임 시뮬 이션을 통합해야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보 보안으로 인해 서로 다른 페더 이

션의 페더 이트들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

된다. 내부 결정 과정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다른 페더

이션의 페더 이트가 근할 수 없어야 하고 치 

정보와 같이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는 다른 페더 이션

의 페더 이트로 달해야 한다. 하지만 한 페더 이

션으로 통합하여 시뮬 이션을 하게 되면 각 페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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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은 FOM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정보에 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제한을 할 수 없어 보안 문제가 발

생한다.
  HLA는 페더 이션 연동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재 개발되어 있는 RTI는 이와 련된 서비스를 지

원하지 않는다. RTI의 수정 없이 페더 이션 연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페더 이션의 리자 페

더 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2]. 각 페더 이션에 

다른 페더 이션의 동작을 행해주는 리자 페더

이트를 참여시켜 연동을 가능  한다. 페더 이션의 

동작을 행하기 해서는 리자 페더 이트는 참여

한 페더 이션의 정보를 얻어야 한다. RTI는 리자 

페더 이트도 일반 페더 이트로 같이 취 하기 때

문에 페더 이션의 정보를 얻기 하여 리자 페더

이트는 RTI가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와 콜백 서비스

만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서비스에 해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동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 이를 해결하기 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먼 , 사용자 페더

이트와 리자 사이에 정보 교환 로토콜을 정의하여 

직  정보를 주고  받는 방법이 있다[4]. 한, MOM 
(Management Object Model) 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자 

페더 이트가 RTI로부터 필요 정보를 받는 방법이 있

다[3].
  HLA의 MOM 서비스는 페더 이트가 페더 이션과 

다른 페더 이트의 정보를 제공한다. MOM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리자 페더 이트는 RTI로부터 다른 

페더 이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페더 이트는 연동을 한 추가 인 기능을 구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RTI는 MOM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체 서비스의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연동 시

뮬 이션 성능에 향을 다. 사용자 페더 이트와 

리자의 정보 교환 로토콜을 정의하는 경우에는 

MOM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

능 하는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페더 이트들

은 일부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요 정보를 리자 페

더 이트로 보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5].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 MOM 서비스 사용에 

의한 페더 이션 연동 성능을 측정해본다. 페더 이션 

연동에 MOM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와 리자-사용

자 로토콜을 이용하는 구조의 시뮬 이션 성능을 

비교하여 MOM 서비스를 이용하 을 때 성능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본다. 데이터 송/수신 페

더 이트들을 두 페더 이션에 참여시키고 연동하여 

정보 교환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능에 따라 페더 이션 연동 구조를 결정하

는데 도움을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페더 이

션 연동 구조에 해서 소개하고 MOM 서비스에 

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MOM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와 리자-사용자 로토콜을 이용 구조에서 페

더 이션을 연동하여 실험을 한다. 성능 측정 페더

이트들 두 페더 이션에 분포시켜 정보 교환 실험을 

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Background

가. 페더 이션 연동

  Fig. 1은 리자 페더 이트를 이용하는 페더 이션 

연동 구조를 나타낸다. 각 페더 이션에 리자 페더

이트가 하나씩 참여하고 두 리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Fig. 1. 리자를 이용한 페더 이션 연동 구조

  리자 페더 이트는 참여한 페더 이션에서 반

편 페더 이션의 동작을 행한다. Fig. 1에서 리자 

G는 페더 이션 G의 동작을 행하고 리자 F는 페

더 이션 F의 동작을 행하여 참여 페더 이션에서 

RTI와 소통한다.
  Fig. 2는 페더 이션 연동 구조에서의 서비스 수행 

과정을 나타낸다. 먼 , 리자 페더 이트는 조회 서

비스와 콜백 서비스를 이용하여 페더 이션의 정보를 

얻는다. 시간 정보와 같이 RTI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에는 주기 으로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변

화된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객체 갱신과 같은 서비스

는 다른 페더 이트의 동작에 따라서 RTI가 리자 

페더 이트로 콜백 서비스를 호출해 다. 리자 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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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는 획득한 정보와 내부에 장하고 있던 정보

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청이 필요한 경우 반 편으로 

필요 정보와 함께 보낸다. 정보를 받은 리자 페더

이트는 참여한 페더 이션에 서비스를 요청하여 반

편 페더 이션의 동작을 행한다.

Fig. 2. 페더 이션 연동 과정

  리자 페더 이트가 RTI 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과정을 통

해 정상 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기화 서비스

와 같이 모든 페더 이트가 서비스 종료를 보고해야

만 진행되는 서비스에서 리자로 인해 서비스를 진

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리자는 다른 페더 이

트들의 서비스 호출 상태를 확인해야만 해당 동작을 

행해  수 있는데,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비스를 RTI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리자 

페더 이트는 서비스 종료를 보고할 수 없고 체 서

비스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리자 페더 이트

가 다른 페더 이트의 서비스 호출 정보와 같이 일반 

RTI 서비스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TI를 수정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 , RTI의 MOM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MOM 서비스를 이용

하게 되면 설정에 따라 RTI는 페더 이트의 상태 정

보  서비스 호출 정보를 객체 리 서비스를 통해 

다른 페더 이트로 보내주게 된다. MOM 서비스는 

RTI 설정 일을 통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페더 이션 연동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페더 이트

도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MOM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RTI가 내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증

가하기 때문에 성능이 하된다. 두 번째로 Fig. 3과 

같이 사용자 페더 이트와 리자의 정보 교환 로

토콜을 정의하고 사용자 페더 이트가 필요한 정보를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MOM 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RTI가 더 좋은 성능을 보

일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서비스에 해서 사용자 페

더 이트가 정보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 페더

이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정이 필요하게 된다.

Fig. 3. 리자-사용자 로토콜

  페더 이션 연동 구조로 MOM 서비스의 이용과 

리자-사용자 간 로토콜의 선택에서 요한 것은 

MOM 서비스에 사용에 의한 RTI 성능 하이다. 성

능 하가 크지 않다면 새로운 로토콜을 정의할 필

요가 없다. 반면, 성능 하가 크다면 추가 구 을 하

더라도 더 빠른 시뮬 이션을 해 새로운 로토콜

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페더 이션 연동 구

조를 선택하기 해서는 MOM 서비스 이용에 따른 페

더 이션 연동 성능의 측정이 필요하다.

나. MOM 서비스

  HLA는 페더 이션의 내부 정보 확인과 RTI의 기능

을 통제할 수 있도록 RTI가 MOM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명시하고 있다[6]. MOM은 각 페더 이트  페더

이션의 정보를 장하는 객체 모델로 사용자 객체 

모델과 같은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어 RTI는 해당 모

델을 이용하여 페더 이트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

으로 MOM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RTI의 성능이 

하되기 때문에 설정 일에서 MOM 서비스 사용여부

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Fig. 4는 MOM 서비스는 두 가지 기능을 보여 다. 
각 페더 이트는 설정에 따라 다른 페더 이트들을 

리 하는 페더 이트와 리를 받는 페더 이트로 

나뉘어진다. 리자 페더 이트는 MOM 서비스를 통

해 참여한 페더 이션과 다른 페더 이트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각 페더 이트 이름, 핸들, 객체 리 

선언 정보 등 RTI가 내부에서 리하는 여러 정보들

을 리자 페더 이트는 받게 된다. 이를 해 RTI는 

주기 으로 정보를 갱신하거나 페더 이트가 서비스

를 호출할 때마다 해당 정보를 보내주는 작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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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게 될수록 성능의 하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페더 이션 연동에서는 필요한 최소

한의 정보를 사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리자 페더

이트는 조회/콜백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없는 다른 

페더 이트의 서비스 호출 정보만을 MOM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다. 두 번째 기능으로 리자 페더 이트

가 다른 페더 이트가 특정 서비스를 호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페더 이트들의 동작을 리하도록 하

기 한 기능으로 페더 이션 연동에서는 리자 페

더 이트가 다른 시뮬 이션에 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Fig. 4. MOM 서비스

  MOM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RTI는 페더 이트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페더 이트로부터 정보를 받아 처

리해야하는 동작을 하게 된다. 페더 이션 연동 시에 

사용되는 서비스 호출 상태 보고를 사용하게 되면 RTI
는 참여한 페더 이트들이 서비스를 호출할 때마다 호

출 페더 이트, 해당 서비스 이름, 매개 변수 값 등 모

든 정보를 리자 페더 이트로 제공한다. HLA 정의

에서 특정 서비스만 보고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에 

RTI가 처리해야 되는 작업량이 매우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한 성능 하가 발생하게 된다.

3. 정보 교환 실험

  MOM 서비스 사용에 의한 페더 이션 연동 성능을 

분석하기 해서 성능측정 페더 이트들를 두 페더

이션으로 나 어 구성하고 연동하 다. 연동된 구조에

서 체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성능을 측정하

다. 실험에는 리자-사용자 페더 이트 로토콜 사용

한 구조와 MOM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가 사용되었

다. 두 구조는 동기화 서비스 등 문제가 되는 서비스

에 해 정보를 얻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구

되어 MOM 서비스 사용에 의한 성능 차이만을 측정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일반 인 HLA/RTI 환경에

서의 시뮬 이션 성능과 비교하기 하여 한 페더

이션에서 모든 페더 이트들을 참여시켜 실험을 수행

하여 두 구조의 성능을 비교하 다. 실험은 Intel Core 
(TM) i5 2.67Ghz, 3GB RAM 컴퓨터들과 1Gbps LAN
환경에서 수행되었고 RTI는 DMSO RTI NG 1.3v6가 

사용되었다.
  페더 이션의 성능에 향을 주는 요소로는 페더

이트 수, 등록된 객체 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7]. 
MOM 서비스 사용 여부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MOM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조는 한 페더 이션에서의 

성능에 향을 주게 된다. 페더 이션 연동 구조는 이

에 더해서 연동 기능으로 인한 추가 요소가 있다. 
리자 페더 이트의 내부 변환 작업, 리자 간의 정보 

교환 등 1개의 페더 이션을 운용하는 시뮬 이션에

서는 시행되지 않는 작업들을 필요하게 되어 성능에 

향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각 

요소들에 의한 페더 이션 연동 성능을 분석해보았다.

가. Object Throughput

  Throughput은 단  시간당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를 측정한 값이다[8,9]. 연동 시뮬

이션은 페더 이트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행

되기 때문에 빠른 시뮬 이션을 해서는 페더 이트

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어야

만 한다. HLA/RTI 환경에서 페더 이트가 메시지를 

보낼 때, 상의 수신 확인과 계없이 보내기 때문에 

Sending Throughput과 Receiving Throughput이 다른 값

을 갖게 된다.
  Sending Throughput을 측정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

은 동작을 하는 페더 이트들을 이용한다. 먼  송신 

페더 이트는 최 한 빠르게 정해진 횟수만큼 객체정

보를 RTI로 갱신하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수신 

페더 이트는 RTI로부터 객체 갱신 정보를 받게 되

고, 모든 정보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Throughput은 (메시지 수)/(갱신 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10바이트 크기의 10만개의 메시

지를 보내도록 하여 Throughput을 측정하 다.

1) 페더 이션 간 데이터 교환

  페더 이션 간의 데이터 교환 성능을 측정하기 

해서 두 페더 이션에 송/수신 페더 이트들을 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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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시뮬 이션을 수행해본다. 먼 , 데이터가 한 방

향으로만 송되는 경우를 테스트해보았다. Fig. 5는 

실험 페더 이션 구성을 보여 다. 한 페더 이션은 

송신 페더 이트들로 구성하고, 다른 페더 이션은 수

신 페더 이트로만 구성한다.

Fig. 5. 한 방향 데이터 교환 실험

  Fig. 6은 페더 이트 수에 따른 Object Sending 
Throughput을 측정한 결과이다. MOM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하나의 페더 이션을 구성할 때에 비해 1/16
정도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TI는 송신 

페더 이트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갱신 서비스 호

출 정보를 MOM 서비스를 통해 보내게 된다. 매 호출 

시 마다 새로운 정보를 구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처리량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

면, 리자-사용자 로토콜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페

더 이션을 구성할 때와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송신 

페더 이트는 수신 페더 이트의 동작과 상 없이 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MOM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자의 유무와 상 없는 성능을 보이게 

된다. 각 구조에서 페더 이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Sending Throughput은 조  감소하기는 하지만 크게 

향을 받지는 않았다.

Fig. 6. Object Sending Throughput

(페더 이트 수에 따른 변화)

Fig. 7. Object Receiving Throughput

(페더 이트 수에 따른 변화)

  Fig. 7은 페더 이트 수에 따른 Object Receiving 
Throughput을 보여 다. MOM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페더 이션을 구성할 때에 비해 작은 값을 보

이고 페더 이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리자-사용자 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페더 이트가 2개일 때는 한 페더 이션에

서와 차이가 없었지만 페더 이트 수가 증가함에 따

라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구조 

모두 리자가 한 페더 이션의 수신 정보를 모두 받

아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리자의 정보 교

환 성능 한계로 인해 페더 이트 수가 증가할수록 

Receiving Throughput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MO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리자간 정보교환 성능 

이외에 페더 이트가 정보를 수신할 때마다 수신 서

비스 정보를 MOM 서비스를 통해 리자로 보내기 

때문에 은 페더 이트에서도 더 작은 값을 갖게 되

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일반 인 경우에서도 확인하기 해 Fig. 8과
같이 페더 이션을 구성하고 메시지가 양방향으로 흐

르는 경우를 측정하 다. 페더 이트 4, 8개 인 경우

에는 양방향으로 각각 2종류의 데이터가 송되고 6
개인 경우에는 한 방향은 한 종류, 다른 방향은 두 종

류의 데이터가 송되도록 하고 측정하 다. 한 페더

이션의 실험은 데이터가 다른 페더 이션으로 송

되지 않으므로 이  실험과 동일하다.
  Fig. 9는 메시지가 양방향으로 송될 때의 Sending 
Throughput을 보여 다. RTI에서의 데이터 송은 받

는 페더 이트의 동작과 상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모든 구조에서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송될 때

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유민욱․김탁곤

1086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4권 제6호(2011년 12월)

Fig. 8. 양방향 데이터 교환 실험 구조

Fig. 9. Object Sending Throughput

(양방향 데이터 교환)

  Fig. 10은 메시지가 양방향으로 송될 때의 Receiving 
Throughput을 측정한 결과이다. 한 방향으로 데이터가 

송될 때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 방향으

로 보낼 때와 비교하면 리자의 송신량 는 수신량

이 1/2 송신량 + 1/2 수신량으로 바  것이 되는데, 
재 구 된 리자는 두 경우가 같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실험 결과는 리자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Fig. 10. Object Receiving Throughput

(양방향 데이터 교환)

2) 페더 이션 내의 데이터 교환

  이번 실험에서는 페더 이션 연동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을 수행할 때, 페더 이션 연동 환경을 구비한 

페더 이션 내에서의 데이터 교환에 한 향을 측

정한다. Fig. 11에서와 같이 두 페더 이션에 각각 송/
수신 페더 이트 짝을 배치하고 실험을 수행한다. 이 

실험 시뮬 이션에서는 다른 페더 이션으로 데이터

가 송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독립 인 두 개의 시

뮬 이션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 한 페더 이션을 수

행할 때에 비해서 한 페더 이션 당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어지게 되어 그 향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페더 이션 내의 데이터 교환 실험 구조

  Fig. 12은 페더 이션 내에서 데이터가 송될 때의 

Sending Throughput 측정 결과이다. 이  실험에서 측

정한 결과를 봤을 때, 한 페더 이션에서 페더 이트

가 늘어나도 성능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

더 이션 간 데이터가 교환될 때와 별다른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MOM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페더 이

션 간의 정보교환에 상 없이 서비스 호출 시 마다 

해당 정보를 보내줘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성능을 보이게 된다.

Fig. 12. Object Sending Throughput

(페더 이션 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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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bject Receiving Throughput

(페더 이션 내 교환)

  Fig. 13은 데이터가 내에서 데이터가 교환할 때의 

Receiving Throughput을 보여 다. 리자-사용자 로

토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페더 이션을 구성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조  나은 성능을 보여 다. 한 RTI
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양이 감소한 향으로 확인된다. 
반면 MO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MOM 서비스 

사용에 의한 성능 감소로 인해 낮은 성능을 보인다.  
페더 이션 간에 데이터가 교환될 때와 비교하면 

기에는 값이 비슷하지만 리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송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페더 이트 수가 늘어도 

감소폭이 다.

3) 객체 수 증가에 따른 Throughput

  HLA/RTI 환경에서는 공유 객체를 식별하기 해

서 등록 시 할당되는 핸들 값을 사용한다. 페더 이

션 사이에서 공유되는 객체의 경우 리자 페더 이

트가 표 페더 이션에 등록된 객체와 동일한 객체

를 참여페더 이션에 등록하여 사용한다. 이 때, 객

체의 핸들 값은 페더 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리

자는 변환 정보를 장해두고 갱신 시 사용하게 된

다. 객체 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를 변환하는 작업이 

성능에 향을  수 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그를 

측정하기 해 Fig. 4와 같이 페더 이트들을 배치하

고 여러 객체를 등록한 이후, 정보 교환 실험을 수행

한다.
  Fig. 14는 객체 수 변화에 따른 Sending Throughput을 

보여 다. 이  실험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MOM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한 페더 이션 나 리자-
사용자 로토콜을 사용한 구조에 비해서 더 나쁜 성

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구

조에서 등록 객체가 늘어나더라도 성능에 별다른 

향이 없었다. 객체를 갱신할 때, 향을 주는 요소는 

등록 객체를 찾는 과정과 정보를 보내는 과정이다. 한 

페더 이션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 RTI에서는 객체가 

많이 등록되더라도 갱신하는 속도에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두 

연동 구조에서 모두 등록 객체가 늘어나더라도 값이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객체 변환 과정

이 RTI와 마찬가지로 객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않아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4. Object Sending Throughput

(객체 수에 따른 변화)

Fig. 15. Object Receiving Throughput

(객체 수에 따른 변화)

  Fig. 15는 객체 수 변화에 따른 Receiving Throughput
을 보여 다. Sending Throughput과 마찬가지로 Receiving 
Throughput도 등록 객체 수가 늘어나도 별다른 향

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eceiving Throughput
의 경우 Sending Throughput보다 작기 때문에 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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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향이 없다면 받는 속도에도 향이 없게 

된다.

4) 메시지 크기에 따른 Throughput

  이번 실험에서는 페더 이션 Fig. 4와 같이 송수신 

페더 이트들을 양쪽에 분산 시키고 송신 페더 이트

와 수신 페더 이트들을 각각 다른 페더 이션에 분

산 시키고 메시지 크기 변화에 따른 Throughput을 측

정하 다.

Fig. 16. Object Sending Throughput

(메시지 크기)

  Fig. 16은 메시지 크기 변화에 따른 Sending 
Throughput을 보여 다. 모든 구조에서 메시지의 크기

가 증가하더라도 시간당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메시지의 크

기가 무 커서 네트워크 성능의 한계치가 되지 않는 

이상 Sending Throughput은 그 향을 받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된다.

Fig. 17. Object Receiving Throughput

(메시지 크기애 따른 변화)

  Fig. 17은 메시지 크기 변화에 따른 Receiving 
Throughput을 보여 다. 한 페더 이션과 리자-사용

자 로토콜의 경우에는 메시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낼 때의 네트워크성능의 한계로 감소가 생기는 것

으로 분석된다. 본 실험에서는 리자-사용자 로토

콜을 한 경우가 한 페더 이션에서보다 성능이 더 좋

게 나왔는데, 큰 데이터를 보낼 때, 리자의 네트워

크 라이 러리가 RTI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는 RTI나 리자의 구 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MOM 서비스를 사

용하는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기는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MOM 서비스 사용에 의한 성능 하로 인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향이 네트워

크 성능에 의한 향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

서 메시지 크기가 더 증가하게 되면 모든 구조가 비

슷한 값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나. Object Latency

  Latency는 메시지가 송신 페더 이트에서 수신 페더

이트로 달되는데 걸리는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8～

10]. 페더 이트가 특정 정보를 받을 때까지 진행을 못

하게 되는 동작을 보일 경우,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도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 시

간이 요하게 된다.
  Latency를 측정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는 페더 이트들을 이용한다. 먼  송신 페더 이트

는 객체정보를 RTI로 갱신하고 수신 페더 이트의 응

답을 기다린다. 수신 페더 이트는 갱신된 객체 정보

를 받게 되면 객체를 갱신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다시 

객체가 갱신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러한 과정을 정해

진 횟수만큼 반복하여 체 실험에 걸리는 시간을 측

정하면 Latency는 실험 수행 시간/(왕복횟수×2)가 된다. 
본 실험에서는 10바이트 크기의 메시지가 100번 왕복

하도록 하여 Latency를 측정하 다.
  Fig. 18은 페더 이트 수에 따른 Object Latency를 

보여 다. 두 페더 이션 연동 구조에서는 한 페더

이션보다 성능이 나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페더 이션 연동을 통해 메시지

가 달되기 해서는 먼  송신 페더 이트에서 RTI
를 통해 리자로 메시지가 달 되고, 다른 리자로 

해당 정보가 달 된다. 그리고 리자가 RTI를 통해 

수신 페더 이트를 통해 정보를 달하게 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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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RTI를 통해 메시지가 달되는 과정을 두 번 거

치게 되고 리자간의 달과정 과 객체와 련된 정

보 획득  변환 과정도 거치게 된다. 두 페더 이션 

연동 구조의 성능차이는 없었다. MOM 서비스를 사용

하더라도 메시지가 지연되는 시간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8. Object Latency

다. Interaction Throughput

  본 실험에서는 메시지로 Interaction을 사용하여 

Throughput을 측정하 다. Interaction의 경우 Obejct와 

달리 객체 인스턴스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한 향이 있는지 확인해본다.

Fig. 19. Interaction Sending Throughput

  Fig. 19는 페더 이트 수에 따른 Interaction Sending 
Throughput을 보여주고 Fig. 20은 Interaction Receiving 
Throughput을 보여 다. 두 실험 결과 모두 객체를 하

나 등록하여 실험한 Object Throughput과 비슷한 결과

를 보여 다. 즉, Object와 Interaction의 데이터 교환 성

능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0. Interaction Receiving Throughput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페더 이션 연동을 할 때, MOM 서

비스가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한 실험을 통해 확

인하 다. RTI를 수정하지 않고 페더 이션 연동을 

할 수 있도록 MOM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조와 리

자-사용자 로토콜을 사용하는 구조에서의 연동 성

능을 측정하 다. 실험을 통해 MOM 서비스를 이용하

게 될 경우 Sending Throughput은 크게 감소하고 

Receiving Throughput도 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른 시뮬 이터의 응답여부

에 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뮬 이션의 비 이 큰 

경우 데이터 처리량이 요하므로 MOM 서비스에 의

한 성능 감소가 크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Latency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시뮬 이터의 응답이 올 까지 진행할 수 없는 시뮬

이션의 비 이 큰 경우에는 MOM 서비스 유무에 

상 없이 비슷한 성능을 보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시뮬

이션의 성능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페더

이션 연동 구조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페더 이션 연동시의 시간 진행 속도에 련된 실험

과 시간 진행 방법의 최 화 방안에 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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