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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a profound effect on the ways that the war is being conducted and 
fought. The advanced communications, information, computing and sensor technologies enable the combat units to 
be integrated in the battlefield management network. By exchanging and sharing real-time battlefield information 
that is critical for the successful outcome of military engagement, the legacy forces are becoming much more 
effective and lethal than ever before, The bigger picture of such phenomena can be summarized as the concept of 
Network Centric Warfare(NCW).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utcome of regional combat 
engagement between the legacy forces and the future combat systems(FCS). The FCS capitalizes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within the frame of NCW. This study uses the modeling and simulation methodology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wo different combat force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FCS is more effective, hence 
vindicating the superiority of technologically advanced combat units.

Key Words : Future Combat System(미래 투 체계), Modeling and Simulation(모델링&시뮬 이션), NCW(네트워크 

심 ), Combat Effectiveness( 투 효과)

1. 서 론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군의 투 방식은 

* Corresponding author, E-mail: yk73@ajou.ac.kr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기존의 랫폼 기반의 투에서 네트워크 심 (NCW)
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 을 살펴보면 미래

 양상에서 공통으로 제시되는 항목들로 물리  

장의 확 , 장의 네트워크화, 정보   사이버 

의 확 , 정  타격 체계의 발달로 인한 핵심기능 집

 타격, 인간 시 개념의 확산에 따른 비살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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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 그리고 무인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장의 무

인화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재 부분의 국방 선

진국들은 미래 장환경에 한 새로운 력으로 무

인 투 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

추어 우리군도 무인 투 체계의 개발과 도입에만 주

안을 두기보다는 미래 의 양상에 부합하는 유인, 무

인 투 체계가 네트워크화 되어 투 수행이 가능한 

투 체계로의 발 이 요구된다. 즉, 군의 훈련, 무기 

체계  임무효과도의 분석 등에 있어 M&S 기법을 

용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재 한국군의 랫폼 기반 심 과 

미래 장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의 임무 

효과를 분석하기 해 JAVA 기반의 상용 소 트웨어

인 Anylogic을 이용한 시뮬 이션 모형을 제작하여 미

래 투 체계에 한 효과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Fig. 1. Essential component of measuring future 

ground combat system's effect

2. 이론해석

2.1 기존의 투 효과 분석 모델 연구

  기존에 연구되었던 투력 평가 방법은 정태  방

법과 동태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태  평가 

방법은 일정 시 을 기 으로 력을 비교하는 방법

이고, 동태  평가 방법은 일정 시간동안 투행 를 

지속하 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

법을 말한다. 다음의 Table 1, Table 2는 정태  평가 

방법  동태  평가 방법의 종류에 해 나타내고, 
Table 3, Table 4는 각 기법의 분석 방법을 나타낸다[6].

Table 1. Kinds of static evaluation methods

평가방법론 설명

단순수량 

비교법

∙양측의 군사령 구성요소별 보유수량으로 

비교

∙단순한 수와 양의 비교이기 때문에 군사력 

격차, 강․약  등은 문가의 주  

단에 의존

지수

비교법

∙무기효과지수(WEI)/부 효과지수(WUV)
∙계량화 단기법(QJM)
∙군사령 종합 평가 모형

군사

자복스톡 

비교법

∙군사비 지출규모에 의한 군사능력 비교법

∙양국의 군사력 비를 군사 력 생산함수

(MF)의 비율로 계산

∙군사 련 생산능력을 병력, 자본스톡, 물자

의 함수로 표

계층분석

기법

(AHP)

∙평가 상 항목의 상  투효과도와 비

교기 의 상  요도를 이용한 상  

비교방법

Table 2. Kinds of dynamic evaluation method

평가방법론 설명

단순 

동태  

비교법

∙기본 으로 력비를 활용하되 신뢰성이 보

장되도록 역을 소규모로 구분하고, 주로 

선(FEBA) 이동과 손실 교환 상태를 산출

∙카우 만(Kaufman) 모형 : 청․홍군 방의 

투력 지수를 통해 방의 투효과 비교

∙엡스타인(Epstein) 모형 : 공자와 방자의 

투상황에 따라 진 는 후진으로 손실감

수 정도를 하게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용하여, 통 인 란체스터 모형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노력

∙상황 력지수(SFS) 용방법 : 투형태별/지
형별 투상황 승수를 사용하여 투력 비교

워게임-
복합

동태

비교법

∙단순 동태  비교법에서 고려될 수 없는 

요소들( , 작  지휘통제 능력, 군수지원 

능력, 략  능력) 을 고려하여 워게임 시

뮬 이션을 통해 력을 비교

∙워게임 모형의 투결과는 가정설정과 시

나리오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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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static evaluation method

구분 개념

지수

비교

법

무기

효과지수

(WEI)

∙화력, 기동성, 생존성 요소를 고려

∙ ×× ×

부 효과

지수

(WUV)

∙  




 × ×

∙N = 무기체계 범주의 수

계량화 

단기법

∙화력장비 외에 병력의 질을 투

력비 산출에 포함하여 단

∙××
∙ : 투력

∙  




 ×

∙ : 무기범주 I에 속한 무기들의 

운용효과 지수의 합계

∙  : 무기범주 I에 속한 무기들의 

효과계수

∙ : 투상황계수

∙ : 투효과도

클라인의 

군사력 

종합평가 

모델

∙국가간의 국력평가모델을 기본으

로 군사력 비교에 합하도록 수

정한 모델

∙ ×

∙ : 인지된 국력

∙  : 외형  규모

∙ : 경제  능력

∙ : 군사  능력

∙  : 략  목표

∙ : 국가 력 추구 의지

∙군사능력 = 략  능력 + 재래식 

군사력

2.2 JANUS 모델의 해외 연구 사례 분석

  미국 군은 미래 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빠르고 효

과 으로 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 M&S를 이용

하여 투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 RAND 연구소에

서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선정 후 가상의 임무에 해 

각종 무기 체계의 조합별로 어떤 투 효과를 나타내

는지 분석하 다[2].
  시뮬 이션에 사용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3개
의 보병 분 로 이루어진 청군은 나무에 의해 은폐, 

Table 4. Description of dynamic evaluation method

구분 개념

카우 만

모델

∙청․홍군 방의 투력 지수를 통해 

방의 투효과 비교

∙총 투력 지수 = 부  수 × FPU
∙ 투효과도 = 에 손실을  확률 × 

FPU
∙   ×

엡스타인

모델

∙ 진 는 후진으로 손실감수 정도를 

하게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용

하여, 통 인 란체스터 모형의 문제

을 해결하고자 노력

∙일정시  t에서 공자와 방자의 투력 

지수는

∙ 

∙ 




복합동태

(워게임) 
평가방법

∙워게임 시뮬 이션 모델의 입력요소

는 상황변수와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고, 출력요소인 투결과(MOE)
는 투력 손실교환율과 청군의 잔존

력(%) 등이 표 으로 사용

란체스터 

투모형에 

의한 

평가방법

∙한 세력의 투력 손실률은 반 세력

의 수에 비례한다는 단순한 표

∙란체스터 법칙

  


  


 

∙란체스터 제곱법칙

      

엄폐가 쉬운 지형에 숨어있는 홍군 1개 분 를 공격한

다. 홍군은 AK-74(5.45mm)로 무장하고 차폐한 2개 

과 PKM 머신건(7.62mm)로 무장한 3개의 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청군은 홍군진 으로 300m의 개활지를 엄

호사격 하에 진한다. 홍군 지역은 나무에 의해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치와 다량의 벙커를 보유하고 있다. 
청군이 이 투에서 승리하기 해선 사격계획을 통합

하여 이 치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
  이 시나리오를 분석하기 해 RAND연구소에서는  

JANUS 모델을 이용하 다. JANUS 모델은 1978년에 

소부  지휘 /참모 훈련과 무기효과 분석을 목 으로 

개발된 시뮬 이션 모델이고 아래의 Table 5는 JANUS 
모델의 주요 입력 자료를 나타낸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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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put data of JANUS model

분야 항목

무기체계
일반특성, 화기  탄종, 취약성, 포병 

특성 등

화기 일반특성, 탄약, 명 률, 살상률 등

센서 학특성, 열상특성, 이더 특성 등

공병
장애물특성, 연막특성, 지뢰지 , 지뢰

특성 등

기타 기상특성, 화학특성 등

  지리  조건에 의해 청군은 으로 불리한 구

도에서 투를 펼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해 미래 

투 기술들을 시뮬 이션에 통합하여 실험을 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장비들은 연막탄, 방탄복, XM-29 
복합형 소총, 신호 감소를 통한 장 장비, 간  사격 

장비가 있다. 장비들을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기본 

상황에서의 LER(Loss Exchange Ratio)은 1로 가정하 고 

시뮬 이션의 결과, 각 장비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조

합하여 사용할 경우의 투효과지수 LER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6과 같다. 미래 투 장비를 혼합 착용한 

시뮬 이션의 결과 LER은 비약 으로 상승하 다[2].

Table 6. Result of simulation

장비 LER

기본 장비 1

연막탄 1

XM-29 복합형 소총 2

방탄복 1

장 장비 1

간  사격 장비 1.5

간  사격 장비 + XM-29 6

간  사격 장비 + XM-29 + 방탄복 17.5

2.3 기존 투 효과 분석 모형의 한계

  미래  무기체계는 재 개발 이거나 개념 연구 

이므로 실제 실험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래 의 

무기 체계의 효과 분석을 해서는 M&S 기법을 이용

하여 모의 실험을 통해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랫폼 심의 교 을 해 사용된 투 모형

들은 개체들간의 통신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투

효과를 산정하기 때문에 투 개체들이 상호 통신할 경

우 투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미래 

투는 기존의 랫폼 심의 투에서 네트워크 심

으로 변화할 것으로 상되므로 각 투 개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개체 심의 

모형을 통한 시뮬 이션이 더 합할 것으로 단된다.

2.4 Anylogic을 이용한 시뮬 이션 제작

  투 개체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뮬 이션을 

제작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 트웨어인 

Anylogic을 이용하여 시뮬 이션을 제작하고 투 효

과를 분석하 다.
  Anylogic은 JAVA기반의 소 트웨어로써 각 투 개

체를 객체지향 방법론에 의해 객체를 생성하고 각 객

체들의 행동양식을 정해  수 있다. 각 객체들은 각자

의 행동양식을 가지고 있고 정해진 상황에 따라 동작

을 수행하게 된다. 한 객체들 간에 유기 인 커뮤니

이션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의 투력에 기반 해서

만 이루어지던 시뮬 이션에 비해 NCW환경하의 시뮬

이션에 더 합하다. 각 객체들의 행동양식은 아래

의 Fig. 2와 같이 Anylogic 상에서 State Diagram을 작

성하여 정해  수 있다.

Fig. 2. Anylogic state diagram of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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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nylogic의 객체는 각각의 고유한 속성을 부여

하여 매 시뮬 이션마다 필요시 신속하게 투개체의 

필수 속성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Fig. 3 참조).

Fig. 3. Attribute of combat object

2.5 시뮬 이션에 사용된 부 기호

  시뮬 이션에 사용된 홍군과 청군의 부 기호는 실

제 군 작  시 사용되는 부 기호를 이용하 다.
  무인체계의 경우 아직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 이

기 때문에 정해진 기호가 없으므로 임의 제작  사용

하 다. Fig. 4 ～ Fig. 6은 홍군  청군의 부 기호를 

나타낸다.

Fig. 4. Military symbol of red force

Fig. 5. Military symbol of blue force

Fig. 6. Military symbol of blue force's unmanned system

3. 실험방법

3.1 시뮬 이션의 시나리오  기 설정

  시뮬 이션에서 사용된 지형은 경기도 주 지역 문

산 북쪽, 용두머리 일 로 20km × 12km의 범 로 지

정하 다. 한, 이번 연구에서는 개체간의 정보 공유

에 해서만 모의하기 때문에 날씨에 한 효과는 고

려하지 않고 실험을 진행하 다.

Table 7. Initial scenario of simulation

시나리오 설정

홍군

보병 부 와 도하지원 공병부 가 용두머리 

일  임진강 교두보 확보

후속 인 차부 가 임진강 도하  공격

특수  부 는 용두머리, 문산 일  침투/활
동 

연포군, 사포군의 화력지원

청군

단방어 보병부 는 용두머리, 문산 일  

거  방어 

지 종심 작 부 는 임진강 북쪽에서 감

시/화력 유도

후방지역 보병부 는 용두머리, 문산 일  

홍군 특수  부  탐색, 격멸

차부 는 문산 일  개, 홍군 차부  

공격 시 역습

연   사단 포병부 의 화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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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상은 ⅰ) 홍군과 청군의 재 지상 투체계 

간의 비교, ⅱ) 홍군의 재 지상 투체계와 청군의 

미래 지상 투체계 간의 비교로 진행하 다.
  시뮬 이션의 시나리오의 기 상황은 투 개시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 으로 설정하 고 세부 시나리오

는 아래의 Table 7과 같다. 홍군의 차부 는 임진강

을 도하할 때 교두보의 폭으로 인하여 차의 이동 

속도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홍군 차의 

교두보 지역에서의 피해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

었다.

3.2 홍군  청군의 투력 비교

  홍군과 청군의 유인 투체계 간의 비교를 하여 

임의로 투력을 산정하 다. 투력 산정 기 은 보

병 1명을 투력 1로 하여 보병 부 와 포 는 보병의 

부  단 에 맞추어 투력을 산정하 고, 무인체계는 

임의로 100의 투력을 부여하 다. 아래의 Table 8은 

시뮬 이션에 사용된 부  단 별 투력을 나타내고, 
Table 9는 시뮬 이션에 사용된 홍군  청군의 유인 

투체계 간의 투력을 비교한 표이다.

Table 8. Fighting power of military unit

부  단 투력

분 10

소 40

(포 ) 150

600

무인체계 100

Table 9. Comparison of the fighting power of the red 

force and blue force

부  구분 홍군 청군

특수  부 90 60

보병 부 2700 3000

공병 부 600 0

차 부 360 360

자주포 부 450 900

방사포 부 900 0

  시뮬 이션의 시작은 홍군이 공격을 개시한지 72시
간이 경과한 시 이다. 이에 맞추어 투력을 조정하

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아래의 Table 10은 시

뮬 이션 시작 시 의 홍군  청군의 투력 보유율

을 나타내고 Table 11은 투력을 수치화 해 놓은 표

이다.

   Table 10. Fighting power ratio at the start of the 

simulation

구분 홍군 구분 청군

특수  부 80%
지종심

작 부
80%

보병부 70%
단방어 

보병부
60%

공병부 80%
후방지역 

보병부
80%

차부 100% 차부 95%

자주포부 80% 자주포부 70%

Table 11. Comparison of the fighting power at the start 

of the simulation

부  구분 홍군 청군

특수  부 72 48

보병 부 1890 2040

공병 부 480 0

차 부 360 342

자주포 부 360 630

방사포 부 720 0

  실제 실험에 사용된 시뮬 이션의 모습은 아래의 

Fig. 7과 같다. 시뮬 이션에서는 홍군  청군의 

유인체계별 투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재 각 

투개체들의 이동 경로  투 상황 등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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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ulation using anylogic

4. 결 과

4.1 재 지상 투체계의 시뮬 이션

  Fig. 7은 재 지상 투체계에 의한 시뮬 이션의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홍군이 임진강 교두보를 령하

고 있는 상태이고 홍군의 차부 와 보병 부 가 임

진강을 건 며 공격을 진행하고, 청군은 방어 진형을 

구축하고 거 을 방어 이다.
  재 지상 투체계에 의한 모의 교 에서 홍군  

청군 각 투개체들의 세부 시나리오  청군 무인체

계의 보유 황은 아래의 Table 12와 같다.

Table 12. Present ground combat system scenario

홍군

▶특수  부  : 용두머리, 문산일  침투 활동 

▶제 1제  : 임진강 교두보 확보

▶제 2제  : 임진강 도하/공격

▶화력지원 부 (연포군, 사포군) : 화력 지원

청군

▶ 지 종심 작 부  : 임진강 북쪽에서 감시/화
력 유도

▶ 단 방어 보병부  : 거  방어 

▶기동 비/후방지역 방어부

  ∙ 차부  : 문산일  개, 역습

  ∙보병부  :  특수  부  탐색 격멸

▶자주포 부  : 화력 지원

▶무인체계

  ∙UAV 1기

  재 지상 투체계의 시뮬 이션의 결과는 Fig. 8과 

같다. 홍군의 보병  차부 가 임진강을 건  청군

의 방어거 을 령하 고 퇴각하던 청군의 보병은 홍

군의 특수  부 에 의해 격멸되었다. 재 지상 투

체계 시뮬 이션에서 홍군  청군의 각 투 개체별 

생존율  잔존 투력은 Table 13과 같다.

Fig. 8. Simulation result of present ground combat system

 Table 13. Simulation result of present ground combat 

system

홍군 청군

생존율 76.6% 38.3%

투

력

특수  부 64 48

보병 부 1,155 0

공병 부 210 0

차 부 286 116

자주포 부 110 220

방사포 부 720 0

4.2 미래 지상 투체계의 시뮬 이션

  Fig. 9는 미래 지상 투체계에 의한 시뮬 이션의 모

습을 나타내고 있다. 홍군과 청군의 시나리오는 재

군과 동일하지만 청군의 경우 다양한 무인체계가 투

에 투입되어 장 정보  군의 이동 경로를 실시

간으로 각 부 에 알려주게 된다.
  미래 지상 투체계에 의한 모의 교 에서 홍군  

청군 각 투개체들의 세부 시나리오  청군 무인체

계의 보유 황은 아래의 Table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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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ent ground combat system simulation

Table 14. Future ground combat system scenario

홍군

  ∙ 재 지상 투체계와 동일

청군

▶ 지 종심 작 부  : 임진강 북쪽에서 감시/화
력 유도

▶ 단 방어 보병부  : 거  방어 

▶기동 비/후방지역 방어부

  ∙ 차부  : 문산일  개, 역습

  ∙보병부  :  특수  부  탐색 격멸

▶자주포 부  : 화력 지원

▶무인체계

  ∙UAV 1기
  ∙다목  감시정찰 차량 1 , 근  정찰차량 1
  ∙휴 용 정찰차량 12
  ∙ 투차량 2 , 경 투차량 2
  ∙다목  화력차량 2
  ∙포발사 무인기 1기
  ∙무인 계차량 1 , 무인 투지휘차량 1

  미래 지상 투체계의 시뮬 이션의 결과는 Fig. 10
과 같다. 홍군의 보병  차부 가 임진강을 건 기 

에 청군의 무인체계에 의해 홍군의 병력이 탐색되고 

이에 즉각 으로 포발사 무인기  청군의 화력지원 

부 의 공격으로 인하여 홍군이 도하하기 에 홍군을 

섬멸할 수 있었다. 미래 지상 투체계 시뮬 이션에

서 홍군  청군의 각 투 개체별 생존율  잔존 

투력은 Table 15와 같다.

  Fig. 10. Simulation result of future ground combat 

system

  Table 15. Simulation result of future ground combat 

system

홍군 청군

생존율 32.8% 79.7%

투

력

특수  부 0 48

보병 부 86 1907

공병 부 0 0

차 부 196 120

자주포 부 0 309

방사포 부 383 0

5. 결과의 해석

  시뮬 이션 종료 시 의 홍군  청군의 생존율은 

아래의 Table 16과 같다. 청군이 미래 지상 투체계를 

보유하고 투를 할 경우 홍군의 생존율은 76.6%에서 

32.8%로 43.8% 감소하 고, 청군의 생존율은 38.3%에

서 79.7%로 41.4% 증가하 다.

Table 16. Survival rate at the end of the simulation

재군
생존율(%)

미래군
생존율(%)

생존율 
변화

홍군 76.6 32.8 -43.8%

청군 38.3 79.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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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 이션 종료 시 에서 홍군  청군 유인 투 

체계간의 투력 감소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17, 
Table 18과 같다.

Table 17. Change rate on fighting power of red force 

at the end of the simulation

부  
구분

모의 
개시 
시  
투력

재군 
시뮬
이션 
결과

감소율
(%)

미래군
시뮬
이션 
결과

감소율
(%)

특수  
부

72 64 11 0 100

보병 
부

1890 1,155 38.9 86 95.3

공병 
부

480 210 56.2 0 100

차 
부

360 286 20.6 196 45.6

자주포 
부

360 110 69.4 0 100

방사포 
부

720 720 0 383 46.8

Table 18. Change rate on fighting power of blue force 

at the end of the simulation

부  
구분

모의 
개시 
시  
투력

재군 
시뮬
이션 
결과

감소율
(%)

미래군
시뮬
이션 
결과

감소율
(%)

특수  
부

48 48 0 48 0

보병 
부

2040 0 100 1907 6.5

공병 
부

0 0 - 0 -

차 
부

342 116 66 120 64.9

자주포 
부

630 220 65.1 309 51

방사포 
부

0 0 - 0 -

6. 결 론

  시뮬 이션 결과 재 지상 투체계의 투에서는 

TST(Time Sensitive Target)에 한 시 인 응이 제

한됨으로써 홍군의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고, 의 종

심지역, 단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동시 투효과가 미

흡하게 나타났다.
  무인체계를 추가한 미래 지상 투체계의 경우 실시

간으로 장 정보를 각 부 가 알 수 있고 부  간의 

의사 교환이 즉각 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TST(Time 
Sensitive Target)에 한 시 인 응  조치가 가능

해졌다. 한 무인화, 복합체계화, 네트워크화에 따른 

투력의 통합 운용으로 인한 시 지 창출이 가능하

다. 결과 으로 청군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후        기

  본 연구에서는 JAVA 기반의 시뮬 이션 도구인 

Anylogic을 이용하여 투 개체간의 정보 공유가 가능

한 시뮬 이션을 제작 후 미래 지상 장환경의 효과

에 한 실험을 진행하 다. 추후, 미래 지상 투 체

계 구축을 해 통신효과에 한 검증과 날씨  지형 

등이 투에 미치는 향 등 다각 인 방면에서 분석

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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