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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민군겸용 국방 M&S 기술

(Advanced Technology in Defense Modeling & Simulation)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 M&S)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해결합니다. 국방 M&S는 국방 분야에 M&S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비용과 시간, 공간의 한계를 컴퓨터로 극복하며 전술과 정책의 분석
에서부터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을 접목한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기
술이 융합되는 학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방 M&S 기술은 M&S 이론, 국방도메인 지식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포괄
하는 융합 기술로서 국방 분석, 훈련, 무기체계 획득 분야를 포함하여 전투실험과 시험평
가에 이루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 모델은 모의 수준에 따라 공학급,
교전급, 임무급, 전구급으로 나누어지며 모델 실행(시뮬레이션) 방법에는 Live, Virtual 및
Constructive 시뮬레이션들이 단독 혹은 타 시뮬레이터와 연동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방 M&S 기술은 다학제 융합 학문의 총체로 다양한 연구주제를 포괄하며 다
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국방 M&S 기술뿐만 아니라 민간과 군에서 동시에 사용
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 개발 및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특집호는 국방
M&S 분야의 최신 R&D결과를 소개하며 민군겸용기술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기획하
였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바랍니다.
* 특집호 주제
□ 국방 M&S 이론 및 모델 개발 환경
- 공학급/교전급/임무급/전구급 시뮬레이션 기술
- 모델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환경
- M&S에 필요한 ICT 기술
-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 연동 시뮬레이션 분야
- 이기종 시뮬레이션 간 연동
- 표준연동 구조, 연동미들웨어
- RTI 기반 연동 및 RTI-RTI 연동
- 연동 페더레이션 개발
- VC / LC / LVC 연동기술 및 연동체계
□ 국방 M&S 활용 분야
- 훈련, 분석, 획득, 전투실험, 시험평가
- 연동 시뮬레이션 운용 사례

□

국방 M&S 민군겸용기술 분야
- 시스템공학기반 방법론
-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 보안/통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 가상현실/증강현실 기반 훈련환경
- 드론 등 무인화체계
- 그 외 국방 IT 등 융복합 기술 전반

* 특집호 출간 예정 : 2019년 3월호
* 특집호 논문 제출 마감 : 2018년 12월 31일
* 심사기간 : 3개월 이내 긴급심사
* 특집호 편집인
최창범 교수(한동대학교, cbchoi@handong.edu)
* 특집호 투고요령
http://simulation.jams.or.kr 에 접속하여 일반논문과 마찬가지로 투고하되 모집분
야를 반드시 ‘특집호’로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투고 후 특집호 편집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 기타 문의사항 : 학회사무국 (김가은: 02-2285-5255, simulation1992@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