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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 Process and Defense Simulation Hierarchy
HyunJu Cha ･ Hyung Jong Kim* ･ Hae Young Lee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SBA (simulation-based acquisition) effectiveness analysis environment using the RUP
(Relational Unified Process) model. The RUP model has 4 phases which cover the whole development steps such
as requirement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test. By applying the RUP model, SW development can be
represented with the iterations of developments for each phase. Such a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would make the
model suitable for defense acquisition. In this paper, we show the relation between the RUP model and V process
model, which is the foundation for defense acquisition. In order to show how the model could be applied to SBA
effectiveness analysis, graphical user interfaces for the analysis are presented at the end of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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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RUP (Relational Unified Process) 모델을 사용한 SBA (simulation-based acquisition)의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한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RUP 모델이 갖는 4개의 각 단계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개발 및 테스트 모든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RUP 모델을 적용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을 각 단계에서 반복되는 개발의 형태로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의 특성은 국방
영역의 획득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RUP 모델과 V프로세스 모델의 관계를 제시하여 국방획득의
적용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M&S 효과도분석, RUP 모델, V Process, SBA

1. 서 론
시뮬레이션 기반 국방자원 획득(simulation-based acquisition; SBA)은 전체 획득 프로세스에, 가상 환경 내에서
의 시험･평가를 가능케 하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odeling
and simulation; M&S)을 적용함으로써, 획득비용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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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위험 요소의 최소화 등을 추구한다[1]. M&S는 결과
획득을 위한 전(全) 단계에 걸쳐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도구를 적용하여, 각 단계에서의 비용, 시간, 인력의 절감과
더불어 생산성,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2].
SBA에서의 M&S의 효과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효
과측정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M&S 적용 효과 측정을 위한 척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
한 M&S 효과도 분석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기 전에, 효과
도 분석을 위한 적절한 개발 모델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기체계 개발의 각 단계가 시뮬레이션의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성능 예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의 적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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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SBA 효과도 분석에 RUP(Rational Unified
Process) 방법론[3]을 적용하는 접근법을 제시한다. RUP
는 객체 지향적이며, 반복 개발에 기반을 둔 통합 소프트
웨어 개발 프로세스이다. 반복적인 개발 단계를 제안한
것으로 각각의 반복은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및 테스
트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자체로서도 하나의 개발 주기를
이룬다. RUP 모델을 활용하여 무기 체계 개발 절차를 정
의하면, 개발 단계가 각 개발 주기(phase)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변경 및 위험관리에 용이하여 개발될 시스템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며, 국방 무기체제의 대표 모델인 V 프
로세스[4]를 설명할 수 있고,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모델[5]
의 계층(hierarchy)과 연관성을 매치시키기에 적절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RUP 모델의 특성을 반영한
SBA 효과도 분석의 적합성을 정의하고, RUP 모델을 이
용한 SBA 효과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반복과 변경이 용
이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2. 관련 내용
2.1 RUP

RUP[3]는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프로세스 모델이
다. 반복의 개념이 고려된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
며,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는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RUP는 프로젝트 구성을 도입(inception), 상세(elaboration),
구축(construction), 이행(transition)의 네 개의 단계로 나
누며, 도입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상세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몇 번의 반복을 수행할지를 결정
하여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근간이 되는 아키텍
처를 결정하게 된다. 구축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고,
이행 단계에서는 제품을 사용자 환경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러한 각 단계에는 개발 프로세스의 전체 사이클이 포함
되어 있다.

2.2 V 프로세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의 유형과 프로세스는 소프
트웨어 개발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테스트 유형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요구사항 분
석 및 설계,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테스트
를 포함하므로, 개발 프로세스와 매핑 시킬 필요가 있다[4].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개발한 V 프로세스(Fig. 1)는 폭
포수(water-fall) 모델의 확장형으로, 폭포수 모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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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 Process

[4]

각 단계와 대칭되는 네 가지 단계의 테스팅 유형을 정의
하여 테스트 절차를 강화한 개발 모델이다[4]. V 프로세스
에서는 개발 및 테스트 단계를 기준으로 개발 모델상의
구현을 수행하는 검증(verification), 개발된 시스템을 테
스트하는 확인(validation)으로 나눠진다. 검증은 요구사
항 분석, 설계, 개발 단계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평가, 검
토, 점검하는 프로세스이며, 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에서 생성된 최종 산출물이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국방 M&S의 개발과정에서 필요하
며 많은 부분 사용되고 있다. V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역
할인 전 주기적 검증 및 확인, 시험을 통한 개발 방법은 국
방 M&S VV&A(Verifica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방식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6]. 시뮬레이션
모델, 분산 시뮬레이션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VV&A는
미국방부에서도 그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책임주체를 명시하고 있다[7-8]에서는 VV&A를 미사일 통
합시험 시스템(Missile/Mid surface to air missile Integrated
Test System, MITS)에 적용한 예를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임무 수행과 관련한 전투요소 객체들과 그 행위, 상
호작용들의 개념모델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VV&A
적용 방법이 연구되기도 하였다[9].

2.2 국방 무기 체계 시뮬레이션 모델의 계층
국방 M&S의 구성요소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
방 시뮬레이션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
의 M&S 표준모델에는 국방 M&S 범위를 추상화 수준
(abstraction level)에 따라 공학(engineering), 교전(engagement), 임무/전투(mission), 전구(campaign)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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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apon System M&S Levels and Purposes

모의 수준

거시적 M&S 목적

전구급

연합/합동 훈련 및 워게임

임무 전투급

부대 훈련

교전급

전투 체계 개발

공학급

무기체계 개발

모델링 목적
전력구조분석
전략, 전력 균형
참모훈련
병력배치 대안
무기 통합
전력 평가
전술 평가 및 대안
체계 효과도
시험 평가 지원
설계 검증, 개발
생산 가능성 판단
무기 성능, 재원

하였으며, M&S의 목적에 따라 훈련(train), 분석(analysis),
획득(acquisition)으로 나누고 있다[5]. 이 중 추상화 계층
별 각 모델의 목적은 Table 1과 같다.
공학급 모델의 경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설계 검증 및
개발 생산 가능성 및 실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며 교전 및
임무 전투급은 전투 훈련, 모의 훈련 전투 체계 분석 및 훈
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구급 모델의 경우 주로 군의 연합/
합동 훈련 및 워게임을 통해 전력의 구조를 분석하고, 전
략이나 전력의 균형을 살펴보거나 참모 훈련이 수행된다.
각 모델의 시뮬레이션 모의 수준별로 계층이 존재하며,
가장 하위 레벨인 공학급 모델에서 가장 상위레벨인 전구
급 모델로 갈수록 추상화된다.

3. RUP 기반 SBA 효과도 분석

Fig. 2와 같이 V 프로세스로 설명할 수 있다.
3.2.1 도입
프로젝트 자체 목표와 실현 가능성을 설정하는 단계이
다. 프로젝트 비용 및 일정, 단계별 상세 견적에 대해 계
산하고 대략적인 비용 평가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여부를
결정한다. Fig. 3과 같이, V 프로세스에서는 분석과 설계
단계에 해당하며, 요구사항 분석이 주가 된다.
3.2.2 상세
구축 단계의 상세 계획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아키텍처
를 정교화하고 구축 단계 계획의 정확성 및 상세 여부 확
인한다. 또한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 구현하고 평
가한다. Fig. 4와 같이, V 프로세스에서는 설계, 상세설계,
구현 단계에 해당하며, 제품에 대한 상세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Fig. 2. Mapping V Process Steps with RUP Model Phases

3.1 RUP 기반 SBA 효과도 분석 적절성
무기체계 구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만
큼 위험요소도 높고 비용과 시간 대비 좋은 제품을 만들
기 위해서 많은 사항이 고려된다. 많은 사항을 고려하기
에 각 단계별로 한 번에 수행하기 어렵다. 또한, M&S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기 때문 각 단계마다 필요한
M&S도 다르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 모두 적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RUP 기반 효과도 분석은 각 단계마다 반복이 가능하
고 여러 가지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 다양
한 상황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Fig. 3. Inception Phase

3.2 SBA 효과도 분석 단계
RUP 기반 SBA 효과도 분석은 도입, 상세, 구축, 이행
의 네 단계로 수행되며,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과정은,

Fig. 4. Elabor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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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ed RUP Phases for Levels of SBA

단계

Fig. 5. Construction Phase

Fig. 6. Transition Phase

3.2.3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자원 관리 및
개발 절차를 최적화하고 컴포넌트 개발 완료 후 테스트
한다.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 및 기능 등이 개발
되고 평가된다. Fig. 5와 같이, V 프로세스에서는 구현과
테스트 단계가 해당된다.
3.2.4 이행
사용자 검수를 거친 최종 제품을 획득하는 단계이다.
사용자 환경에서 인수 테스트 수행하고 오류 수정 및 성
능과 활용성을 보강한다. V 프로세스에서는 인수 테스트
단계에 해당된다.

3.3 제안 모델과 무기체계 모델링 계층과의 관계
RUP모델을 활용하여 무기 체계 개발 절차를 정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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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모델
전구급
임무 전투급
공학급
교전급
전구급
임무 전투급

때 무기체계 모델링 계층과 연관성을 매치시키는 것은 각
단계에서 수행되는 시뮬레이션이 갖는 의미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제안 모델과 무기체계 모델링
계층과의 관계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RUP 기반 SBA 효과도 분석 시스템
제안 방법을 기반으로, RUP 모델을 적용하여 SBA 효
과도 분석을 단계별로 반복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시스템은 도입, 상세, 구축, 이행 네 개의 단
계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에서 효과도 분석을 위한 비용
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시뮬레
이션 비용을 입력할 수 있다. SBA 효과도 분석 지표는 투
자에 대한 비용 절감이므로 주 입력 내용은 투입인력의
단위 비용(Unit-Wages)과 투입기간(Work-Hour)으로 명
시되어 있다.
Fig. 7의 오른쪽을 보면 각 단계가 어느 과정에 해당하
는지 V 프로세스의 단계로 표시되고 해당하는 과정을 옵
션 박스에서 선택한 후 간단한 입력을 통해 비용 계산된

Fig. 7. User Interface for SBA Effectiven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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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프로젝트 자체 목표, 실현
Inception
가능성 설정
∙ 구축 단계의 상세 계획설정
Elaboration ∙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에 대
한 구현 및 평가
Construction ∙ 시스템 구축 및 평가
∙ 사용자 환경에서 인수
Transition
테스트 수행
∙ 최종 제품 획득

V 프로세스와 국방시뮬레이션 모델유형을 고려한 RUP 모델 기반의 SBA 효과도 분석

Fig. 8. Graphical Representation of SBA Expenditure

다. 이때 단계별로 선택 옵션은 다르게 나타난다. 비용 계
산 후에는 선택에 따라 M&S 비용 산정을 진행할 수 있
으며 모든 비용은 그래프와 표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반복적 프로세스로의 적용이 가능한 RUP 모
델 기반 SBA 효과도 분석의 장점이므로, 각 단계 진행된
모든 과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Fig. 8의 그래프를 보면 네 개의 단계가 다른 색깔로
구분되고 각 단계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각 단계의 요구사항 분석(requirement analysis),
설계(design), 배포(deployment), 테스트(test) 별로 값을
나타내며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해당 단계에 대한 전
체 M&S 수행비용의 누적 값 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
해당 단계에서 각 과정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할 수
있고 M&S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는지 명시가 가
능하다.
예를 들어 상세의 경우 구축 단계의 설계와 상세계획,
구현이 수행되며 전 단계인 도입에서 대략적으로 수행된
설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무기체계의 상세한 설계를 진행
하고 설계에 해당하는 상세 인력과 시간, 비용을 입력 후
그래프를 통해 비교하고 필요 시 아래 M&S 버튼을 클릭
하여 M&S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함으
로써 SBA과정에 대한 입력을 완료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M&S의 효과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SBA
실행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각 단계에서 M&S
적용 효과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입력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 절차 비용의 반복적 입력이

용이하도록 RUP 모델에 기반을 둔 SBA 효과도 분석 방
법을 제안하였다.
RUP 모델을 이용하여 무기체계 개발절차를 정의하면,
변경 및 위험관리의 표현이 가능해지고, 국방 무기체제의
모델인 V 프로세스와 국방 시뮬레이션 모델 계층과의 연
관성을 매치시키기에 적절하였다.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한 사용자 입력과 그래프 기반의 출력 시스템을 제시
하였다.
향후 이러한 SBA 효과도 시스템을 통해서 각 단계에
서 필요한 과정을 반복 진행 할 수 있고, 간단한 입력을
통하여 SBA를 활용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도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환경으로의
구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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