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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뮬레이션 방법론에 있어서 모델기반 시뮬레이션과 프로세스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

사용성, 확장성, 시뮬레이터 기술 용이성 등의 장점으로 모델기반 시뮬레이션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근래에는 컴퓨터 시스템, 항공, 자동차 등에서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모

델기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수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모델을 정의하는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형식론은 계층적이고 모듈화 된 형태로 이산사건 시스템을 기술한다. 대규모의 복잡한 시

뮬레이션 모델을 검증 할 목적으로 분산 시뮬레이션 방법론이 있는데, 이들은 크게 동기적인 방법과 비동

기적인 방법이 있다. 동기적 방식보다 빠른 수행을 위해 비동기적 방법은 전체 Time-order 순이 아닌 로

컬 Time-order를 가진다. 그러나 비동기적 방식에는 분산된 시뮬레이터들 간의 전체 Time-order를 유지

하기 위해 전 처리된 시뮬레이터 결과들을 저장하는데, Time-order 상으로 현재의 시뮬레이션 시간보다 

과거의 사건이 왔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동기적 분산 시뮬레이션 방법

론에서는 전체 Time-order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Time-order를 가지는 이벤트가 왔을 때 rollback 

operation을 수행한다. 그러나 rollback operation은 분산 시뮬레이션 방법론에서 성능 장애요소 중 하나

이다. 본 논문에서는 rollback operation을 최소할 할 수 있는 DEVS 모델 분배 방법을 제안한다.

1. 서  론

   1)일반 으로 이산 사건 시뮬 이션은 시스템의 성능 

분석  측정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규모 시스템 

시뮬 이션에 있어서 시뮬 이션 수행 시간 증가의 문제

이 남아있다. 분산 시뮬 이션은 이들 시뮬 이션 수

행 시간을 이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 분산 

시뮬 이션은 규모 시스템을 다루기 때문에 모델 검

증, 모델의 타당성, 모델의 재사용성과 사용자에 한 투

명성 등을 제공하여야한다. Zeigler에 의해 개발된 

DEVS(Discrete Event Systems Specification) 형식론

(Formalism)은 이산사건을 모듈화  계층 으로 기술 

할 수 있는 정형화된 구조를 가진다[1]. 임베디드 시스템 

 실생활의 논리 시스템 등에서 성능 분석  측정을 

해 DEVS 형식론은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수학  이

론이다. 

   DEVS 형식론은 계층 인 모델을 구성 할 수 있는 

특성으로 기본  구성요소들을 연결 모델  더 복잡한 

연결 모델 작성을 제공한 다. 연결 모델은 입/출력 포트

들을 연결함으로써 구성된다. 계층  모델 구성은 다음

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 기본요소 시스템들은 

1)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상  시스템들과 통합 에 생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

다. 두 번째 특별한 목 으로 개발된 모델들은 다른 상

 시스템 구성 시 재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 모

듈화  계층  모델들은 실 시스템 모델 반 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 이론  특성 때문에 DEVS 형식

론에 기반 한 모델링과 시뮬 이션은 로그램 언어에 

계없이 구 할 수 있다. 분산 시뮬 이션 방법 한 

이러한 특성에 부합하기에 DEVS 형식론 많이 이용한다. 

   DEVS 형식론에 기반 한 분산 시뮬 이션은 통

인 로세스 기반 분산 시뮬 이션과 다음과 같은 차이

을 가진다[3]. 첫 번째로 DEVS 형식론은 시뮬 이션 

모델에 하여 외부/내부 사건에 해 구별한다. 두 번째

로 계층 인 모델을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 으로 병렬

성을 제공하는 DEVS 형식론으로 인해 분산 시뮬 이션

은 이를 용하고 있다[2-7].

   DEVS 형식론에 기반 한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으

로는 크게 동기 인 방법과 비동기 인 방법이 있다. 동

기  방식보다 빠른 수행을 해 비동기  방법은 체 

Time-order 순서 로 순차 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로컬 Time-order를 유지하면서 각 분산된 시뮬 이터들

이 독자 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비동기  

방식에는 분산된 시뮬 이터들 간의 체 Time-ord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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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해  처리된 시뮬 이터 결과들을 장하는

데, Time-order 상으로 재의 시뮬 이션 시간보다 과

거의 사건이 왔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해주어야 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비동기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에서는 

체 Time-order를 유지하기 해 과거 사건이 왔을 때 

rollback operation을 수행한다[5,7]. 그러나 rollback 

operation은 비동기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에서 주요 

성능 장애요소  하나이다.

   비동기  분산 시뮬 이션 시 규모의 복잡한 시뮬

이션 모델을 여러 의 컴퓨터 시스템에 효율 으로 

분배(partitioning)하는 기법으로 DEVS 형식론 기반 계

층  구조에 근간한 분배 방법이 있다. 그러나 DEVS 형

식론의 모델(원소, 연결)들에 해서 임의의 cost를 기반

으로 분배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분산 시뮬 이

션환경으로 모델을 분배 했을 경우 효과 인 방법이 되

지 않을 수 있다[8].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실

제 인 모델 특성들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기법이 필

요하다. 이러한 분배 방법은 분산 시뮬 이션 환경 구축 

시 핵심 요소 기술  하나이다. 분배 방법을 제 로 구

축하지 않을 경우 많은 rollback 상이 발생 할 수 있고 

분산 시뮬 이션 장 인 고성능 처리 기능을 크게 하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VS 형식론에 기반 한 분산 시뮬

이션 환경 하에서 규모 시뮬 이션 모델들을 검증할 

때 고성능 시뮬 이션 수행을 해 최소한의 rollback 

operation이 발생될 수 있게 하는 DEVS 모델 분배

(partitioning)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2장에서 분배 방법에 근간이 되는 

DEVS 형식론과 이를 기반으로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 비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에 해 설명하고 

3장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EVS 형식론 특성 기반 

분배 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4장에서는 기존 분배 방법

과 비교한 효율성에 해서 설명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  향후 계획에 해 설명한다.

2 . D E V S  형 식 론 기 반  계 층  v s  비 계 층  시 뮬 이

션  방 법 론

   DEVS 형식론은 상 시스템을 모듈화된 여러 작은 

모델들로 나 고 그것들을 계층 으로 구성하는데, 이는 

DEVS형식론이 상 시스템의 동작과 구조를 분리하여 

기술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동작부분을 기술하는 모델들

을 원소 모델이라고 하며 표 1.과 같이 표 한다.

>=< taSYXAM
ext

,,,,, λδ
단, X:  외부 입력사건의 집합

Y:  출력 사건의 집합

S:  순차 상태의 집합

SXQ
ext

→×:δ  : 외부 상태 천이 함수

  )}( 0  and  |),{( staeSsesQ ≤≤∈=
SS →:

int
δ  : 내부 상태천이함수

YS →:λ  : 출력함수

∞
+→ ,0: RSta : 시간 진행함수

표 1 원소(Atomic) 모델 정의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DEVS 원소 모델은 두 

개의 상태 이 함수를 가진다. 그 에서 내부 상태 이 

함수 δ
int

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

를 나타내기 한 함수이고, 외부 상태 이 함수 δ
ext

는 

어떤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입력(e xt e r n a l  i n p ut  

m e s s a g e )을 받아서 그 상태가  바 는 것을 표 하는 

함수이다. 그리고 출력 함수는 내부 상태 이가 일어날 

때 수행되어서 외부로 출력을 발생하는 함수이다. 이때 

발생한 출력은 다른 모델들의 입력이 되므로 한 원소 모

델의 내부 상태 이는 다른 원소모델들의 외부 상태 이

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 상태 이에서는 출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다른 모델들에게 향을 주지 않는

다.

   다음의 형태는 연결 모델로 구성요소가 되는 몇 개의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표 한

다. 그런데 이 연결 모델은 한 다른 모델의 구성요소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복잡한 모델

을 계층 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연결 모델 

CM(Coupled Model)은 표 2.와 같이 정의된다.  

 >=< SELECTΖΙΜD,CΜ
i,jii
},{},{},{

단, 
D: 컴포 트이름 집합
For each i in D

  i
Μ  : 컴포 트 모델

  i
I : i의 출력에 연결된 컴포 트 집합

  For each j in i
I

  jiji
XYZ →:

, : i to j 출력 변환

표 2 연결(Coupled) 모델 정의

   DEVS 형식론 기반 비 계층  시뮬 이션인 

DEVSCluster는 분산 버 에서 기존의 계층  시뮬 이

션 방법론 보다 더욱 간단한 구조로 수행되어질 수 있

다. 그림 1.은 기본 DDEVS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a)

와 DEVSCluster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b)에 한 시

뮬 이션 방법론을 나타낸다.

   DEVSCluster는 기존 DDEVS2)와 비교 했을 때 메시

지3) 교환 방법에 있어서 요한 차이를 보인다[9-12]. 기

존 DDEVS는 시뮬 이션 모델들 간에 각 외부 입/출력 

메시지 교환은 역 메시지 큐에 추가만 하고 이에 한 

명확한 처리 상황은 단하지 않는다. 반면에 

DEVSCluster는 각 시뮬 이션 모델들 간에 직  함수 

호출을 이용하여 처리한다. 이는 시뮬 이션엔진의 안정

성을 높이며 메시지에 한 분산 처리에 있어서 동기화 

알고리즘을 더욱 간편하게 수행 할 수 있게 한다. 실질

으로 기본 DDEVS 방법론은 규모(large-scale) 시뮬

이션 모델에 해서 비동기 으로 메시지가 도착할 때 

메시지 큐에 장하여 순차 으로 다른 컴퓨터로부터 

2) DDEVS는 KAIST에서 개발된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이다. 

이는 비동기식 메시지 달 방법을 수행한다[5-7].

3) 메시지(message) : 시뮬 이션 메시지, 이벤트(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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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받은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롤백

(rollback)  제거(:annihilation) 메시지 처리 등의 동기

화 작업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시뮬 이션 

수행 시간  정확한 시뮬 이션 수행에 있어서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계층 /비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

DEVSCluster는 이러한 메시지 큐를 제거하고 모델들 간

에 직 으로 입/출력 메시지를 함수 호출로 처리한다. 

DEVSCluster의 분산 시뮬 이션환경은 기존에 설계되지 

않았던 멀티스 드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으며 단일 버

의 DEVSCluster 시뮬 이션 엔진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볼 때 Time Warp 동기화 알고리즘이 원소 모델에 추가

되어 기존의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을 간소화하여 시

스템 안정성과 수행성능을 높인 시스템이다.

2 .1 계 층  기 반  D E V S  모 델  분 배  기 법

그림 2. 계층  DEVS 모델 분배 방법

   그림 2.는 계층  DEVS 분산 시뮬 이션 환경 상에

서 시뮬 이션 수행 시 시뮬 이션 모델을 효율 으로 

분배하기 해 제안된 DEVS 모델 분배 기법  하나이

다[11]. 이 기법은 모든 시뮬 이션 노드 즉 시뮬 이터

의 load를 가정하여 모델을 분배하는 방법이다. 우선 

체 시뮬 이터 load의 총합을 구하고 분배 할 노드의 개

수에 해서 나  값에 가장 가까운 시뮬 이터들을 그

룹화 하여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부모 노드가 

자식 노드의 작업 부하 정보를 모두 더한 부하 정보를 

가지고 이를 기반으로 분배 할 컴퓨터 개수(N)를 기반으

로 “최상 노드 작업부하/N" 작업 부하 정보를 구하여 

계층 구조를 탐색하면서 근 한 시뮬 이터 노드(자식노

드들 체 포함)들을 N로 분배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체 각 시뮬 이터들에 해 l o a d ( p r o c e s s i n g  c o s t ,  

c o m m un i c a t i o n  c o s t ) 값을 임의로 설정하여 모델을 분

배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산 시뮬 이션 환경 상에서 최

의 효과를 주지 못하는 문제 이 있다. 그리고 계층  

구조에 한 tree depth에 따른 distance 값에 기반으로 

하여 시뮬 이션 모델을 분하는 방법도 있다[13]. 이들은 

DEVS 형식론의 계층  구조를 기반 하여 제안된 기술

이나 DEVS 모델 세부 속성은 반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리고 비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에서는 실제 시뮬 이

션 시 계층  구조로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합하지 않

을 수 있다.

3 . D E V S  특 성  기 반  시 뮬 이 션  모 델  분 배  기 법

   DEVS형식론에 기반 한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은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과 “비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  수 있다.

   분배 방법에 있어서 계층  시뮬 이션 방법론일 때 

효율 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분배하는 Partitioning 기

술이 존재한다. 그러나 2.1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시뮬 이션 환경 상에서 효율 으로 모델을 분배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 이 존재한다. 그리고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을 보다 고성능/안정화를 시키기 

해 제안된 기술 비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에 

한 효율 인 모델 분배 기법에 한 내용을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비 계층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에서 

시뮬 이션 모델들이 최 한의 메시지 교환을 가질 수 

있게 모델들을 분해하여 그룹핑하는 새로운 분배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 분배의 목 은 비

동기  시뮬 이션 방법에서 볼 때 rollback operation을 

일으키는 메시지는 external input message에 의해서 발

생하는데, 이러한 external input message 교환수를 최소

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rollback operation이 감소하는 결과를 발생 시킬 수 있

다. 그리고 rollback operation이 감소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과 수행속도 한 더욱 높아 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할 분배 방법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해 그림 3.과 같은 계층  DEVS 시뮬 이션 모델 시

스템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각 시뮬 이션 모델의 

Computation Cost(:processor occupation)는 본 논문에서

는 고려하지 않으며 임의의 상수 값(α)을 부여한다. 그림 

4.에서 각 시뮬 이션 모델의 Edge는 시뮬 이션 모델들 

간의 시뮬 이션 external input message 교환수를 나타

낸다. 메시지 교환은 메시지를 보내는 모델(S)와 메시지

를 받는 모델(D)가 있다. 메시지 교환수는 MSD(S,D)

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MSD(S,D)와 

MSD(D,S)의 메시지 교환수는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방향성에 한 고려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분배 방

법을 한 체 시뮬 이션 모델 MC개를 가지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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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SC ⟵ 3 ; 

  // SC is the number to do partitioning of the M;

  PG ⟵ null ;

  // PG is initialized into null  

  Compute the communication cost for the Set MSD = { msd(i, 

j), for all i, j ∊ M } ;

// Make a decision of the seed nodes be enough to SC

 while SC is full out do

  Get the first min(MSD) for 
∀

MSD
 

and return Mi, Mj ;

  if the PG is empty then

    Put the Mi as the seed node into 
∃

scPG ;

표 5.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알고리즘 II

Rule 1. 어떤 DEVS 모델에 해 기  DEVS 모델 

그룹과 Cost 비용이 없으면 임의의 기  

DEVS 모델 그룹에 포함함

Rule 2. 어떤 DEVS 모델에 해 기  DEVS 모델 

그룹과 Cost 비용이 최고 값이면 기  

DEVS 모델 그룹에 포함함

Rule 3. 어떤 DEVS 모델이 특정 DEVS 기  모델 

그룹에 분배되어진 상태에서 이 DEVS 모

델이 분배 과정  다른 기  DEVS 모델 

그룹에서 더 많은 Cost 비용을 가지면 다

른 기  DEVS 그룹으로 이동

Rule 4. 어떤 DEVS 모델이 둘 이상의 기  DEVS 

모델 그룹과 Cost 비용이 있고 Cost 비용

이 각각의 기  DEVS 모델 그룹과 비교

했을 때 그 값이 같을 때 각각의 기  

DEVS 모델 그룹  분배된 모델 개수가 

최소인 기  DEVS 모델 그룹으로 이동

표 3.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규칙

시뮬 이션 모델들에 한 체 메시지 교환수(ℜ)는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DEVS 형식론에 기반 한 계층  시뮬 이션 

모델 구성도

ℜ =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ℜ값을 지정한 분

배 개수4) SC로 나 는데 목 을 둔다. 체 시뮬 이션 

모델5)을 SC로 나 어 SC 개의 군집화 그룹이 생성되면 

이들이 최종 Partitioned Group(PG6))이다. 본 논문에서

는 external input 메시지 교환이 최소로 발생되게 PG를 

구하기 한 방법으로 Heuristic-decision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의 궁극 인 문제 해결 목 은 ℜ에 해서 SC

개로 최 한 집 된 메시지 교환 시뮬 이션 모델들로 

그룹핑된 PG를 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규칙  이에 기반 한 알고리즘은 표 3. ~ 표 5.와 같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각 시뮬 이션 모델간의 최소 메시

지 교환수를 가지는 시뮬 이션 모델들에 해 기  시

뮬 이션 모델 그룹(Seed Group)으로 먼  선택을 한다.  

기  노드가 분배하고자 하는 개수만큼 설정이 되면 나

머지 시뮬 이션 모델들에 해서 각 기  모델 그룹에 

할당한다. 각 시뮬 이션 모델들이 기  모델 그룹에 분

배되는 기본 규칙은 최 의 MSD(S,D) 값을 가지는 시

뮬 이션 모델들이다. 기  시뮬 이션 모델 그룹에 할

당을 할 때는 표 3.과 같은 규칙으로 분배가 되어 진다. 

규칙에는 Cost 비용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Cost 비용은 DEVS 형식론에 정의되어져 있는 

"external input message" 이며 시뮬 이션 모델들 간

에 교환하는 개수를 나타낸다.

4) 최 의 분배 개수는 시뮬 이션 모델 개발자가 사 에 부여하며 거 

범 는 SC =  {x | x ≥ 2 and x∈Ζ } 에 속한다.

5) 체 시뮬 이션 모델 = { Mi | MC≥i≥ 0 } 

6) PG = { PGi | sc≥i≥ 1, 
∃

∃

  and c∈N }

   표 4.는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알고리즘에서 사

용하는 데이터 집합 값, 변수 값 들을 정의하며, 입/출력

으로 나타나는 결과 값 정의를 나타낸다.

Data : Set M of DEVS-based simulation models, 

      Value SC of the entire node count that will be separated,

      Set MSD of N-square matrix array for saving the 

communication cost between simulation models       

Input  : Hierarchical structure of DEVS Models

Output : Partitioned Group(PG)

표 4.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알고리즘 I

   표 5.는 앞에서 설명한 Seed Group을 설정하는 알고

리즘 부분을 나타낸다. 시뮬 이션 모델의 Seed Group을 

정할 때는 무조건 최소 cost가 되는 두 모델들을 Seed 

Group으로 설정하지 않고 어떤 두 시뮬 이션 모델 

MSD(Mi,Mj)가 최소 cost를 가지더라도 기존에 PG에 

속한 모델과의 cost를 계산하여 Seed Group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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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rease the value : SC;

    Put the Mj as the seed node into 
∃

scPG ;

    decrease the value : SC ;

  else 

    Put the Mi as the seed into 
∃

scPG ,

    where Mi ∉ ∀
scPG and min(MSD(Mi, all of 

∃
scPG)) = 

∃

scPG,

    decrease the value : SC ;

    Put the Mj as the seed into 
∃

scPG ,

    where Mj ∉ ∀
scPG and min(MSD(Mj, all of 

∃
scPG)) = 

∃

scPG,

    decrease the value : SC ;

  endif

 endwhile

// Put All of the remained M into 
∀

PG, exception of the seed 

nodes

Sequently, get the max(MSD(Mi, Mj)) for 
∀

MSD
 

and return Mi, 

Mj ;

while for all of the remained M, exception of the seed nodes 

do

   // Process for partitioning the Mi

   // Follows as the Rule 1 :

   R_PG⟵ Get a random 
∃

scPG, //R_PG is temporary memory;

   Put the Mi into R_PG,

   where Mi ∉ ∀scPG and MSD(Mi, 
∀

scPG) is equal to 0 ;

   // Follows as the Rule 2 :

   R_PG ⟵ Get a 
∃

scPG,

   Put the Mi into R_PG,

   where Mi ∉ ∃scPG and MSD(Mi, 
∃

scPG) is maximum value;

   // Follows as the Rule 3 :

   Move the Mi on 
∃

scPG to the other 
∃

scPG,

   where Mi ∊ 
∃

scPG and MSD(Mi, 
∃

scPG) is much smaller 

than MSD(Mi, the others 
∃

scPG);

   // Follows as the Rule 4 :

   Get the number of allocated model in 
∃

scPG,

   Get the number of allocated model for the others 
∃

scPG,

   Move the Mi on 
∃

scPG having the minimum value of 

between compared two 
∃

scPG,

   where (Mi ∊ 
∃

scPG and Mi ∊ the others 
∃

scPG) and 

(MSD(Mi, 
∃

scPG) is equal to MSD(Mi, the others 
∃

scPG)) ;

   // Process for partitioning the Mj

   // Follows as the Rule 1 :

   R_PG ⟵ Get a random 
∃

scPG,

   Put the Mj into R_PG,

   where Mj ∉ ∀scPG and MSD(Mj, 
∀

scPG) is equal to 0 ;

   // Follows as the Rule 2 :

   R_PG ⟵ Get a 
∃

scPG,

   Put the Mj into R_PG,

표 6.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알고리즘 III

   where Mj ∉ ∃scPG and MSD(Mj, 
∃

scPG) is maximum value;

   // Follows as the Rule 3 :

   Move the Mj on 
∃

scPG to the other 
∃

scPG,

   where Mj ∊ 
∃

scPG and MSD(Mj, 
∃

scPG) is much smaller 

than MSD(Mj, the others 
∃

scPG);

   // Follows as the Rule 4 :

   Get the number of allocated model in 
∃

scPG,

   Get the number of allocated model for the others 
∃

scPG,

   Move the Mj on 
∃

scPG having the minimum value for each 
∃

scPG,

   where (Mj ∊ 
∃

scPG and Mj ∊ the others 
∃

scPG) and 

(MSD(Mj, 
∃

scPG) is equal to MSD(Mj, the others 
∃

scPG)) ;

endwhile

begin-end표 6.은 분배 규칙에 따른 순차  실행 알고리즘을 나타

낸 것이다. 
4 . D E V S  특 성  기 반  분 배  알 고 리 즘  검 증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 기존 계층  시뮬 이션 모델 기반 분배 방법과 비

교한다. 

   그림 4.는 그림 1.의 계층  시뮬 이션 구조를 비 계

층 으로 구성을 하고 각 시뮬 이션 모델들 간의 

external input 메시지 개수를 Edge에 표 한 그림이다. 

실제 으로 계층  시뮬 이션 모델 구조도 rollback에 

향을 받는 메시지는 그림 4.와 같은 external input 메

시지로 계층   비 계층  구조 모두 메시지 개수는 

동일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모델 기반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에 모두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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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EVS 형식론에 기반 한 비 계층  

시뮬 이션 모델 구성도

   그림 5.는 기존 DEVS 모델 기반 계층  시뮬 이션 

모델 분배 방법(HIPART)으로 모델들을 분해한 결과이

고 그림 6.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DEVS 특성 기반 모델 

분배 방법으로 모델들을 분배한 결과이다. 본 논문의 목

은 컴퓨터 노드에 분배된 DEVS 모델들로 구성된 PG 

들 간에 최소 external input message 교환을 목 으로 

하고 있다고 앞장에서 설명하 다. 그림 5.에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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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기존 방법으로 시뮬 이션 모델들을 분배하면 

체 external input message가 총 16번이 수행되어진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그림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체 external input message가 총 12번이 수

행되어진다. 이러한 추정 결과에 따라 기존 방법에 비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해서 약 25%의 성능 

개선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 기존 계층  시뮬 이션 모델 분배[11]에 한 

external input message 수(:c a s e  o f  SC =  3 )

그림 6. DEVS 특성 기반 분배에 한 external input 

message 수(:c a s e  o f  SC =  3 )

5 . 결 론  향 후  계 획

   본 논문에서 DEVS  특성에 따른 시뮬 이션 모델 

분배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제안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해서 기존 개발된 계층  시뮬 이션 모델 

분배 방법과 비교하여 그 효용성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단순히 DEVS 형식론 기반의 시

뮬 이션 방법론뿐만 아니라 DEVS 형식론과 같은 모델 

기반 시뮬 이터들에 해 분산 시뮬 이션 방법론으로 

수행할 때 효과 으로 시뮬 이션 모델을 분배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최근에 실생활 환경, 자동차, 항공, 임베디드 시스템 

등의 산업 반에 실시간성 모델 기반 소 트웨어 개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시스템들은 특히 더욱 복잡하고 방 한 

시뮬 이션 모델로 구성되는데 이들을 검증하기 한 시

간 비용을 이기 해 분산 시뮬 이션 방법을 사용하

는데 여기서 실시간성 보장, 고성능의 검증 등을 보장하

기 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효과 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으로 DEVSCluster 환경에서 기

존 계층  분배 방법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지 못하 다. 향후 large-scale 시뮬 이

션 모델에 해서 기존 계층  분배 방법과 제안하는 알

고리즘을 용하여 implementation하여 명확한 성능 검

증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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