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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체계의 분산형 컴퓨터 아키텍처 (1/2)
HiPer-D Program ※
–미 해군의 이지스함과 구축함의 전투체계(combat systems)에 적용
¾ 함정의 컴퓨팅 비전 구현과 분산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1991년 6월에 시작
¾ 컴퓨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고도 기술을 적용
- AN/UYK 계열의 컴퓨터(1950년대) → 20 모토롤라 마이크로프로세서(1990)
- CEC 프로토타입에 성공적으로 적용

¾ 전투체계 기능의 시범을 통해 용량, 적시성, 신뢰성이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
- 모든 항적 데이터를 모든 함정에서 공유

※ 출처: Mark E. Schmid and Douglas G. Crowe, Distributed Computer Architectures for Combat Systems,
Johns Hopkins APL Technical Digest, Vol.22, No.4, 2001
※ 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HiPer-D: High Performance Distributed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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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체계의 분산형 컴퓨터 아키텍처 (2/2)
HiPer-D Program
–첫 번째 성과
¾ MPP를 전투체계에 적용
- 34개 프로세서에서 50개 이상의 프로그램 수행 (Intel Paragon MPP의 16개 프로세서 포함)
- Complete sensor-to weapon path with doctrine controlled automatic and semi-automatic system
response
- An operator interface that provided essential tactical displays and decision interfaces

–최근 성과(2007)
¾ 여러 함정의 수 백개 컴퓨터의 협조
¾ 수 천개의 표적을 추적

※ MPP: Massively Parallel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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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MP (1/3)
개요 ※
–미 국방부에서 고성능컴퓨팅(HPC)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1992년 시작
¾ 슈퍼컴퓨터, 국가적 연구용 네트워크, 컴퓨팅분야 전문과학자(computational science experts) 제공
¾ 국방분야 연구실(Defense laboratories)와 시험센터의 연구개발, 시험, 기술평가 활동을 지원

–주요 요소
¾ DoD Supercomputing Resource centers
- 대규모의 슈퍼컴퓨터와 운영스탭 제공

¾ DREN
- 국가적인 고속, 저 지연 R&D 네트워크
- 센터와 주요 사용자 그룹을 연결

¾ SW 앱
- 국방부의 과학/엔지니어링 관련 SW를 개발, 개선, 유지보수하는 업무

※ 출처: WIKIPEDIA
※ DREN: Defense Research and Engineering Network,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HPCMP: High Performance Computing Moderniz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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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MP (2/3)
적용가능 분야 ※
–영상데이터 처리/분석
¾ 페타바이트(1015bytes) 수준의 위성영상, UAV 센서 자료 등의 데이터의 수집, 처리와 분석
¾ 범용 컴퓨터로는 수 시간에서 수 일 소요

–지리공간 정보(Geospatial Intelligence)
¾ 특수하게 설계된 SW와 HPC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지도를 수 초 내에 도시(vs. 수 일)
- 위성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도출, 표시, 모델링, 해석 가능한 고도의 알고리즘 이용
- 병렬처리 능력의 GPU 기반으로 200mi2 도시를 모든 건물과 도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20초 내 도시

–동영상 처리(Video Processing)
¾ 초고속 듀얼 CPU 컴퓨터는 초 당 약 15 프레임 분석
¾ NVIDIA Tesla GPU 1개를 추가하면 12배 빨라짐
¾ 이는 보안 위협 또는 관심 표적을 보다 정확하고 보다 빠르게 식별하는데 적용 가능

※ 출처: https://cp-techusa.com/whitepapers/high-performance-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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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CMP (3/3)
적용가능 분야 ※
–차세대 전투차량(Next Generation Combat Vehicle)
¾ 요구사항
- 자율 기동: 장애물 회피, 토양 조건의 예측과 대응, 파손 감수와 적응 등 (민간 차량의 수준 이상)
- 상황 이해: 상황 감지, 불확실성을 고려한 추론, 타 에이전트와 협조, 적 의도에 대한 추론 등
- 통신환경이 열악한 동적인 환경에서 복잡한 연산 필요
- 열 발생/차단(heat generation/rejection)과 무선(RF) 방출(emission)

¾ 기술 분야
- 치명성(lethality), 보호(protection), 자율성(autonomy), 휴먼에이전트 협조(human-agent teaming), 전자전
능력(electromagnetic capabilities) 등

¾ 컴퓨팅 소요(Computational Requirements)
- 관련 기술의 미래 능력을 통합하여 전장에 적용하려면, 여기에 내재된 AI를 지원하는데 방대한 컴퓨팅 자원 필요

※ 출처: Brian J Henz et al, High-Performance Computing for the Next Generation Combat Vehicle,
US Army Research Laboratory,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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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국방분야의 슈퍼컴퓨팅 도입
–필요성
¾ 방대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분석
¾ 미래 예상되는 AI 적용을 위해 방대한 컴퓨팅 능력 제공

–기대효과
¾ 새로운 운용개념의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 가능
¾ 빅데이터 처리와 융합 분석을 통해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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