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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자․통신 부문

술통신망 성능분석을 한 네트워크 시뮬 이터 구

Implementation of Network Level Simulator for 

Tactical Network Perform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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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d abou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simulator in order to 
obtain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parameter, such as link capacity and routing plan, and a number of 
exceptional cases that may occur during actual deployment by conducting simulation of a large-scale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s.
  This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simulator provides equipment models and link models of commercial OPNET 
simulator for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In addition, 6 types of simulation scenario writings convenience 
functions and traffic generation models that may occur in situations of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environment 
were implemented in order to enhance user friendliness. By taking advantages of SITL(System-In-The-Loop) 
function of OPNET, the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simulator allows users to perform interoperability test 
between M&S models and actual equipment in operating simulation of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which is 
run on software. In order to confirm the functions and performance of the simulator, small-scale of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was configured to make sure interoperability between SITL-based equipment and a 
large-scale tactical communication network was simulated and checked how to cope with traffic generated for each 
network node. As the result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simulator is operated properly.

Keywords : M&S, Testbed, OPNET, Simulation Interoperability, Network Performance Test

1. 서 론

  술통신망은 네트워크 심 (NCW :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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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Warfare)의 복잡한 기반체계로 발 하면서, 효

율 으로 구축/운용하기 한 술통신망 성능을 분석

할 수 있는 시뮬 이터 활용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

다[1～4]. 향상된 성능의 술통신체계 개발에 따라 

술통신망 구성 장비의 신규 개발과 병행하여 시뮬

이션 기반의 장비 성능분석 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나, 
네트워크 수 에서의 분석도구에 한 연구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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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 다[5～[8].
  본 논문에서는 형 자치망(AS : Autonomous System) 
규모의 술통신망에 한 모의  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 이터의 구 과 기능 용 결과를 서술

한다. 개발한 시뮬 이터는 OPNET 기반으로 시뮬 이

션을 수행 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장비 모델을 일부는 OPNET에서 제공하는 

모델을 재활용하 으며, OPNET에서 제공되지 않는 모

델은 신규로 설계하고 구 하 다.
  개발된 시뮬 이터는 술통신망 시뮬 이션 시나

리오에 따라 규모 네트워크의 시뮬 이션과 성능분

석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분석 시뮬

이터 기능과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개별 장비  로

토콜의 동작에 한 세부 인 성능분석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산 사건 시뮬 이터 기능을 함께 

제공하며, 실 장비  통신환경에 기반 한 통신망 운

용 성능 시험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한 방안으로 

OPNET 도구를 이용한 M&S(Modeling & Simulation) 
기반의 테스트베드 기능도 제공한다.

2. 련 연구

  군 통신망에 한 성능분석은 부분 상용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서 군 장비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델을 재활용하거나, 시뮬 이션 상 장비의 특정 

기능만을 추가하여 모델링을 구 하여 시뮬 이션과 

성능분석을 수행하 다[5,6,9～11].
  상기의 련 연구 사례의 경우 일반 인 네트워크 

시뮬 이터에서 술통신망 구성 장비 모델을 제공하

지는 않지만, 시뮬 이션 결과에 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만을 수정  보완하여 용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하 기에 모델의 

수정  보완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성능 분석에 활용하 다. 하지만, 좀 더 향상된 수 의 

모델링과 시뮬 이션 수행을 해서는 분석 상 장비

의 기능 모델의 구 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시뮬 이

션 결과에 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반 된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와 달리 술통신망 시뮬 이션을 목 으로 하는 

용 시뮬 이터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노력도 있었다. 
TNS(Tactical Network Simulator)[1]는 OPNET을 기반으

로  운용 인 술통신체계와 신규 술통신체계간

의 네트워크 구성  시뮬 이션 기능을 제공하기 

한 용 시뮬 이터로서 개발되었다. NetSPIN(Network 
Simulator and Planner for Interoperability)[4,12]은 통신 장

비가 개발 는 기능변경이 되기  그 효과를 분석 

하기 한 통신망 시뮬 이션 도구로서 OPNET 기반

으로 개발되었다. TNS와 NetSPIN은 재 개발 인 

술통신망의 구성 장비 모델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

규 개발장비의 설계사항을 최 한 반 한 술통신체

계 구성 장비 모델이 용 된 술통신망 시뮬 이터

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술통신망 시뮬 이터 구

  술통신망 시뮬 이터[3]는 시뮬 이션 엔진(OPNET), 
통신 모델, 시나리오 작도구, 트래픽/운용환경 모델, 
성능분석 모델, SITL(System In The Loop) 기반 실장비 

연동 환경으로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운용된다.

Fig. 1. 술통신망 시뮬 이터 구성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시뮬 이션 엔진은 규모 

통신망 분석을 한 해석  분석(Flow Analysis)과 이

산  분석을 한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엔진

(Modeler)으로 구성된다. 시나리오 작도구는 사용자

의 통신망 성능분석 수행을 해 장비, 링크, 망구조 

 트래픽 등의 정보가 반 된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

성할 때 편리성을 제공하며 노드배치편의 기능, 트래

픽설정 기능, 이동경로설정 기능, 그룹이동경로(RPGM 
: Reference Point Group Mobility)[13] 설정 기능, Global 
Utility로 구성하여 OPNET의 부가 기능(OPNET Add-on 
Function)으로 구 하 다.
  운용 시나리오 모델은 술통신망 시뮬 이터 운용 

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사용자는 제공되는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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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를 재사용 는 변경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 통신 모델은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통신장비 

 통신소를 모델링 한 것으로 술통신망 구성 장비 

모델, 타체계 연동 모델, 통신소/통신망 모델로 구성된

다. 트래픽/환경 모델은 시뮬 이션 시나리오가 수행되

는데 필요한 기반 정보로서, 트래픽, 이동성 모델, 지

형정보/모듈로 구성된다. 실장비 연동 환경은 술통

신망 시뮬 이터와 실장비간의 연동 시험이 가능하게 

OPNET SITL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다.
  술통신망 시뮬 이터는 Fig. 2와 같이 사용자가 

목표하는 시뮬 이션 요구사항, 도출결과에 따라 제공

되는 시뮬 이션 시나리오 템 릿을 활용하거나, 신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차로 운용된다.

Fig. 2. 술통신망 시뮬 이터 운용 차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통신망 구성 요소 모델, 
트래픽 모델, 시나리오 작 편의기능에 한 구  방

안은 다음과 같다.

가. 통신망 구성 장비 모델

  술통신망을 시뮬 이션을 해서는 술통신망 구

성 장비에 한 시뮬 이터 모델이 필요하며, Table 1
과 같이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장비 모델을 식별하

고 구  하 다.
  Table 1의 망 리 장비, 라우터, VoIP교환기, 이동통

신장비 등의 모델은 OPNET에서 제공되는 노드모델을 

재활용 하 으며, 무선링크를  형태로 운용하는 

용량무선 송장비와 다 형태로 운용되는 소용량

무선 송장비, 용량무선 송장비간 정합 기능을 제

공하는 라인 속장비, 사용자 VoIP호를 발생시키는 아

날로그 속장비와 타체계연동장비, 투무선망 장비는 

신규로 구 된 모델을 사용 하 다.

Table 1. 술통신망 시뮬 이터 장비 모델

구분 통신장비 모델 비고

무선 송장비

용량무선 송장비주1) 해석  분석 
지원을 한 
유무선 링크 
통합 설계

소용량무선 송장비주1)

(기지국 장비, 단국장비)

망 리장비 망 리/망제어 장비주2)

라우터  
VoIP

교환장비

라우터주2)

VoIP 교환기주2)

VoIP 화기주2)

라인 속장비주1)

아날로그 속장비주1) 사용자 발생 
호 트래픽을 

모의타체계연동장치주1)

이동통신장비
술이동기지국장비주2)

술다기능단말기주2)

투무선망
다기능다채 무 기주1) 장비 형상별 

모델 설계

투무선망연동장치주1)

※ 주1 : 신규 설계 구 , 주2 : OPNET 모델 재활용

  개별 통신장비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  통

신소를 만들고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해서는 사용자가 술통신망의 통신소

별 장비 구성을 사 에 이해하고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OPNET 모델러의 서 네트워

크 형태로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5가지의 노드 통신

소를 OPNET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하고 술통신망 

통신소 단 의 모델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

다.
  통신소 모델은 Fig. 3, Fig. 4와 같이 서 넷 배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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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평면 배치 방법으로 구  하 다. 서 넷 배치는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노드 통신소 단 로 통신소에 

구성되는 장비 요소를 차량 탑재된 서 넷으로 구성하

여 탑재차량별 형상 식별이 용이하나, 규모 통신망 

구성시 통신장비의 구성정보 설정이 복잡하다는 단

이 있다. 평면 배치는 운용구조 요소를 한개의 서 넷

에 평면 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규모 통신망 구성시 

서 넷 배치방법 비 링크 연결, 장비속성/트래픽 설

정의 혼란이 고 편리하다는 장 이 있다.

Fig. 3. 통신소 모델 구 (서 넷 배치)

배치

Fig. 4. 통신소 모델 구 (평면 배치)

  술통신망 시뮬 이션 수행시 사용하는 링크모델은 

Fig. 5와 같이 그 목 에 따라 유/무선 링크를 선택 

할 수 있게 통합하여 설계, 구  하 다. 유/무선 링크 

모델의 주요 속성은 송수신 용량, BER 등이 있으며,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목 상 무선링크의 채  특

성은 용하지 않았으나, 통신망 성능에 향을  수 

있는 송지연, BER등을 시뮬 이션 수행  가변 으

로 용할 수 있게 구  하 다.
  시뮬 이션 수행시 이산 사건 시뮬 이션 방식은 소

규모 네트워크에서 개별 장비  로토콜의 동작에 

한 세부 인 성능분석시에는 유용하나, 상 망의 

규모가 커지면 시뮬 이션 수행시 처리해야하는 이산 

사건의 수가 격히 증가하여 장시간의 시뮬 이션 수

행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사단이나 군단  규모의 

규모 술 통신망을 시뮬 이션하기 해서는 해석

 분석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합하지만, OPNET의 

해석  분석 엔진인 Flow Analysis를 사용하기 해 네

트워크 구성 장비간 반드시 유선 링크를 통해 연결되

어야 한다. 이러한 OPNET 환경의 제약 사항을 극복하

고 무선 송장치들간 Flow Analysis 용이 가능하게 

링크모델과 무선장비 모델을 개발하 다. 한, DES 
수행을 한 모델과 Flow Analysis 수행을 한 모델이 

분리되어 있으면 사용이 불편하므로, 단일모델로 DES
와 Flow Analysis를 동시 수행이 가능하게 통합하여 설

계, 구 하 다.

Fig. 5. 유/무선 링크모델 통합 설계

나. 트래픽 모델

  술통신망 시뮬 이터는 시뮬 이션 상망에 부가

되는 트래픽의 발생빈도와 시뮬 이션 상망 규모에 

따라 시뮬 이션 수행  결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통신망 규모에 따라 효율 으로 시뮬 이

션하기 해서 시뮬 이션 상 통신망 규모에 따라 

합한 트래픽 모델을 용해주어야만 한다.
  술통신망 시뮬 이터에서 상망 규모에 따라 사

용되는 트래픽 모델은 Table 2와 같다. IP Traffic Flow 
모델은 OPNET 시뮬 이션 수행시 종단간 단말에서 

생성하는 응용서비스 트래픽량을 시뮬 이션 수행  

정의한 것으로, 규모 망의 트래픽을 인가하여 해석

 분석을 한 결과 도출에 합하다[14]. OPNET 도

구에서 사용하는 고유의 트래픽 데이터 일 유형인 

TR2 일 형태로 IP Traffic Flow를 시뮬 이션 수행 

 정의한 후, 통신망 시뮬 이션에 용할 수 있게 

시뮬 이터 기능을 설계하 다.
  Link Load 모델은 통신망을 구성하는 각 링크에 부

가되는 트래픽 크기를 사용률 형태로 정의하는 것으

로, Background traffic이 가해진 상황에서 특정 응용 서

비스의 종단간 특성 분석에 합하다. 술통신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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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 이터에서는 OPNET GBU 일 형태로 Link Load
를 사 에 정의해두고, 형  망에 한 Background 
traffic으로 사용한다. Explicit Traffic 모델은 응용 서비

스 종단 단말에서 발생하는 개별 패킷의 크기  분

포 등의 특성을 정의하는 것으로, 세부 로토콜 동작 

분석에 합하다. 술통신망 시뮬 이터에서는 IP 
Traffic Flow에서 식별한 응용 서비스에 해서 패킷 

크기  발생 분포를 추가 으로 정의하고, 소규모 통

신망에 용한다.

Table 2. 트래픽 모델 분류  용 상

IP Traffic 
Flow

Link Load
Explicit
Traffic

용 상
규모망

(WAN 수 )
형망

(CAN 수 )
소형망

(LAN 수 )

트래픽 
정의 방식

End-to-End 
Traffic Flow

각 링크의 
사용률

종단간 개별 
패킷 발생 

정의

트래픽 
일 형식

OPNET 
TR2 일

OPNET 
GBU 일

어 리 이션 
설정

시뮬 이션 
수행 방식

Flow 
Analysis

DES/Hybrid 
Simulation DES

다. 시나리오 작 편의기능

Table 3. 트래픽 모델 분류  용 상

구분 주요 기능

구성요소 
배치

토폴로지 구성요소들에 한 치 정보
를 GUI기반 통합 화면에서 설정

Trajectory 
매핑

이동성을 가진 장비들에 한 Trajectory 
일을 GUI기반 통합 화면에서 설정

그룹이동성 
설정

군 이동성에 합한 RPGM 설정 기능 
제공

트래픽 
메타 포맷 

생성

OPNET TR2 트래픽 일로의 자동 변
환이 가능한 트래픽 메타 포맷  토폴
로지 구성 정보 제공

TR2 변환 
SW

트래픽 메타 포맷 일에 입력된 트래
픽 정보를 OPNET TR2 트래픽 일로 
변환

Global 
Utility

부체계 단 별 공통 속성을 일 으로 
설정할 수 있는 GUI 제공

  술통신망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규모 망에 

한 신규 시뮬 이션 시나리오의 구성 는 구성된 시

뮬 이션 시나리오를 수정할 경우 OPNET 도구의 편

집기능만으로 사용하기는 불편하므로, 운용자 편리성

을 고려하여 Table 3과 같은 시나리오 작 편의기능

을 제공한다.

4. 실체계 연동 실험을 한 Testbed 구축

가. M&S 기반의 Testbed 구축의 이 과 효율성

  실 통신망 운용환경에서의 시험은 기간과 비용 등의 

부담이 있고, 다양한 통신망 운용 환경의 구성과 통신

망 운용 라미터의 최 화 도출을 한 반복 시험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술통신망 시

뮬 이터와 실장비로 구성된 Testbed를 복합 으로 시

험에 활용하면 단기간, 비용으로 통신망 운용 환경

을 반 하여 실장비가 연동된 기능  성능 시뮬 이

션을 수행 할 수 있어 실 통신망에 용시의 운용결

과 측이 용이하며, 최 의 통신망 설계에 용할 수 

있다[15].
  M&S 기반의 Testbed 운용으로 통신망 설계  운용

시 기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 운용 환경을 고려한 이동성과 지형정보  지형

정보 기반의 무선 모델이 용 가능한 모의 환

경 구축

∙통달거리, 패킷 충돌  재 송, Multi-Hop 라우 , 
Multi-Hop VoIP(Voice over IP) 품질 등 다양한 기

능 시험을 통해 각종 라미터의 최 화 가능

  M&S 기반의 Testbed를 통한 시험으로 통신망 개발 

단계에 기능  성능 시뮬 이션으로 실구축 통신망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도출시켜 통신망 개

발에 따른 기술  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기타, 실운용을 최 한 가정한 M&S 기반의 

Testbed에서 실 운용 환경을 고려한 시뮬 이션 로

일을 용한 시뮬 이션 시험 수행으로 Testbed만으

로 구성된 시험망의 제약 사항(장애 향평가, 최 용량

평가 등)을 최 한 극복한 시험 수행이 가능 하다.

나. 술통신망 Testbed 활용 방안

  SITL 모듈이 지원 가능한 연동 구조  군 통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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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구조는 Fig. 6과 같은 Real 
-Sim-Real 연동 구조로 단된다[16].

Fig. 6. 실체계 응용단말, 망 리 모의기간의 연동 모의

  Real-Sim-Real 연동 구조의 Testbed 활용은 다음의 2
가지와 같은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체계 응용단말 간 연동 시험 방안이다.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통신소 모델로 구성된 형

망 수 의 술통신망 네트워크 모델을 구 하고, 종

단에 음성 는 상 통화 품질을 시험할 수 있는 단

말을 연동하여 시험하는 방안이다. M&S 모의 환경에

서 실 장비간의 통화로에 인가할 수 있는 성능 향 

요소는 무선링크 품질( 송지연, BER), Multi-Hop 링크, 
트래픽 부하  Jamming 상황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망 리 모의기를 연동하는 시험 방안이다. 망 리 모

의기간의 통신망 환경을 제공하여 패킷 손실  지연 

등의 데이터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동 시험 방안

이다. 이러한 형태의 Testbed 활용 방법은 M&S 모의 

통신망을 거쳐 양 끝단 실 장비에서 수신되는 데이터

의 품질을 확인하는 시험 용 방안이다.
  네트워크 실장비와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OPNET 
Modeler의 SITL 기능을 술통신망 시뮬 이터에서 

사용하여, M&S 기반의 통신망 시뮬 이션 환경을 구

성하고 실장비 기능  성능 시험을 수행 방법은 

술통신망 분야에서 그 활용성이 증 할 것으로 기

된다.

5. 술통신망 시뮬 이터 검증

가. 술통신망 시뮬 이션 기능 검증

  구 된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동작 검증을 해

서 간단한 시험망을 구성하고, 시뮬 이션 결과와 논

리  측결과를 비교하 다.
  Fig. 7은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기본 인 동작 

검증을 한 시험망 토폴로지로서 4개의 기반노드 통

신소를 나타내는 네트워크모델(BaseN ode_1, 2, 3, 4)
을 배치하고 기반노드간은 무선 송 링크로 연결된다. 

형 통신소(Middle_1, 2)는 기반노드와 무선 송 링크

로 연결되며, 소형 통신소(Small_1, 2, 3, 4)는 상 의 

기반노드와 소용량의 무선 송 링크로 연결된다. 동작 

검증을 해 형 통신소간(Middle_1에서 Middle_2로)
에 25Mbps, 소형 통신소간(Small_3에서 Small_4로)에 

10Mbps 트래픽을 인가하 다.
  Fig. 7은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트래

픽 흐름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형통신소간, 소형통신소간 인가된 트래픽은 최단경로 

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 술통신망 시뮬 이터 시험망 토폴로지의 트

래픽 흐름(링크 장애가 없을 경우)

Table 4. 링크 사용률(링크 장애가 없을 경우)

Link Name
Bandwidth
(Mbps)

Utilization
(%)

Throughput
(Mbps)

BaseNode_1 → 
BaseNode_2 44.736 57.3 25.633

BaseNode_1 → 
BaseNode_3 44.736 0 0

BaseNode_3 → 
BaseNode_4 44.736 22.92 10.253

BaseNode_4 → 
BaseNode_2 44.736 0 0

  Table 4는 링크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기

반노드 통신소간 링크 사용률에 한 시뮬 이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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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형통신소, 소형통신소간 인가된 트래픽량인 

25Mbps와 10Mbps의 트래픽이 각각 달되며, 용량 

무선 송 링크의 용량에 비한 사용률이 결과로 표

시된다.
  Fig. 8은 링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트래픽이 우

회 경로로 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술통신망 시뮬 이터 시험망 토폴로지의 트

래픽 흐름(링크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 실체계 연동 기능 검증

  구 된 술통신망 시뮬 이터의 실체계 연동 기능 

검증을 해서 VoIP 교환기와 VoIP 화기를 연결한 

시험망을 Fig. 9와 같이 구성하고, 실 장비간의 음성 

 상 트래픽이 OPNET SITL 기반 시뮬 이션 망을 

연동하여 실장비(VoIP 화기)간 통화가 정상 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하 다.

Fig. 9. 실장비 연동시험 토폴로지

  Fig. 9와 같은 SITL 기능을 사용한 실험 수행 시 실

험 시나리오상의 링크 BER(Bit Error Rate)을 Fig. 10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시켰을 때, Fig. 11의 ②수신트

래픽과 같은 VoIP 화기간의 상통화 트래픽 변화가 

나타나고 송로의 BER 변동에 따른 사용자의 체감 

품질 시험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0. 링크 BER 설정과 부 통신소 A와 기반노드

간의 시뮬 이션 수행 의 BER 변화

Fig. 11. 링크 BER 변경에 따른 SITL 기반 실체계 연

동 실험시 VoIP 통신 트래픽

Fig. 12. BER 변화에 따른 통화 상 비교

  무선링크의 BER이 10E-5 이상(Fig 11의 Ⓐ)이면 Fig 
12의 우측 상 화면과 같이 상 품질 하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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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0E-4부터는 상통화가 불가능하며. 음성통화의 경

우 BER이 10E-3에서 통화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다. 규모 통신망 시뮬 이션 기능 검증

  구 된 술통신망 시뮬 이터를 사용하여 규모 

통신망에 한 성능분석 시뮬 이션이 가능함을 검증

하기 해서 Fig. 13와 같은 라우터 83 , 이동 기지국 

241 , 트래픽 발생을 한 부 LAN 단말 3,045개, 
용량 무선 송 링크 87개, 소용량 무선 송 링크 163
개 등으로 구성된 시뮬 이션 시험망에서 부 LAN 단

말간에 9,055개의 트래픽 로우를 사용하여 10분동안 

23GBytes를 발생시켰다.
  규모 시험망에 한 해석  분석 시뮬 이션은 

Intel i7 1.73GHz CPU를 장착한 Windows 7 시스템에서 

6분 이내에 수행이 완료되어 술통신망 시뮬 이터가 

규모 통신망에 한 성능분석에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3. 규모 시험망 토폴로지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AN, LAN이 복합 으로 구성된 

WAN 규모의 술통신망에 한 모의  성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술통신망 시뮬 이터를 OPNET 기

반으로 설계하고 구 하 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술통신망 시뮬 이터는 술통신망을 

구성하는 개별 장비 에 한 모델과 통신소 모델뿐만 

아니라, 통신망 규모별로 합한 트래픽 모델과 규

모 망에 한 시나리오 작업을 도와주는 작 편의기

능, 실 장비 연동 시험을 한 Testbed 기능을 제공하

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 규모 

네트워크의 반 인 성능분석에 한 시뮬 이션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학  분석 시뮬 이터 

기능과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개별 장비  로토콜의 

동작에 한 세부 인 성능분석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이산 사건 시뮬 이터 기능을 함께 제

공하므로, 다양한 크기의 상 통신망에 한 시뮬

이션을 하나의 시뮬 이터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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