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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스템 모델링은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방법이 모두 다르며,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재까지의 기법은 개별 인 방법만 고려했기 때문에 시스템 요구사항의 모든 것을 

용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따라서 요구사항에 따른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해서는 복합 인 

모델링 방법의 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차지향  객체지향 모델링 방법에 한 근을 통

합 할 수 있는 DEVS기반 하이 리드 모델링 기법에 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로세스와 객체

와의 계를 계층형으로 구조화 시킬 수 있으며, 수학  명세가 가능하다. 한, 하이 리드 모델링의 

시뮬 이션을 한 분산처리 환경에서 DEVS 기반 하이 리드 시뮬 이션에 해 제안을 한다. 제안하

는 모델을 통해서 복잡한 시스템에 한 명세와 검증이 가능하다.

1. 서론

   시스템 모델링은 시스템의 완성도와 기능에 아주 요

한 요소를 미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함에도 

불과하고, 시스템 모델링은 개별 인 방법만 고려한다. 따

라서 지 까지의 모델링은 요구사항의 모든 사항을 받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 

모델링이 요구됨으로써 여러가지의 모델링 방법론을 결합

한 하이 리드형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다[1].

   범 인 모델링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기 해

서, 계층형 로세스 (Hirarchy process)의 정의가 유연한 

표 인 이산사건 시스템 (Discrete event system) 기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이론 인 연구와 효과 

 분석을 한 시뮬 이션의 통합 인 근방법은 시스

템 완성도를 높이기 한 효율 인 방법이다[2].

 본 논문에서는 DEVS 기반의 하이 리드 모델링  시

뮬 이션에 해 제안을 한다. 제안하는 방법에는 2가지의 

차를 가진다. 첫 번째는,  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실제 

환경 (Real world)에서 추상화 (Abstraction)를 통한 시나

리오에 기반된 시스템  로세스  모델링 

(Workflow modeling)  객체지향 (Object-Oriented) 모

델링과 같은 UML 기법을 통하여 모델을 설계한다. 두 번

째는, 시스템의 실제 동작 원리를 이산사건 기반 모델링 

(Discrete Event Modeling) 기법을 이용하여 로세스  

객체지향 의 두가지 모델의 하이 리드형 모델의 명

시를 제시하며, 목표 시스템과 련된 이벤트에 기반하여 

모델링 몇세  수학 인 명세의 모델링을 설계한다. 

한, 시뮬 이션의 빠른 처리를 한 분산처리 체계의 구성

으로 시스템 모델링의 구조에 해 서술한다.

2. 하이 리드 모델 설계

2.1 이벤트 교환 가능 모델 일반화

   그림 1은 시스템 모듈화  명세에 따른 하이 리드 

모델링 방법이다. 

(그림 1) 시스템 모듈화  명세에 따른 하이 리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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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모델은 객체의 언어  명세가 가능하며, 이산사

건은 수학  명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객체 모델링은 표

력의 문제가 있으며, 이산사건 모델은 특별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를 한 업  모델링이 필요함. 객체의 순서 

 시각순서에 따라 각 모델링들의 정 인 구조, 동 인 

행 , 구 될 물리  구조를 모델링한다.

2.2 DEVS을 용한 시스템의 모델 구성

  하이 리드 모델설계를 하기 해서는 이산사건  객

체지향 모델링이 업된 모델이 필요하며, 시뮬 이션이 

가능하게끔 물리  구 을 진행한다. DEVS로 구 된 모

델은 모델의 재사용  결합이 가능하며, 시뮬 이터의 재

사용  연동이 가능하다. DEVS의 명세는 그림 2와 같

다. DEVS는 3S4F을 지원하며, 3S4F는 3개의 집합(입력, 

출력, 상태)과 4개의 함수(외부명령, 출력정보, 계속된 명

령수행, 수행시간)로 구성하기 때문에 객체지향 모델링 기

법보다 더욱 유연한(Dynamics) 재난 시스템 모델에 한 

시스템 명세가 가능하다. 시스템 요구사항에 해 DEVS

의 설계로 객체  수학 , 이벤트 인 모델의 구 이 가

능함으로써, 시스템의 계층 인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2].

(그림 2) DEVS 명세 방법

3. DEVS 기반 분산 시뮬 이션 구성

3.1 DEVS 기반 시뮬 이션 모의엔진 구조모델

   연속시간 시뮬 이션은 시뮬 이션 엔진이 모델로 건

네주는 시뮬 이션 시각 t는 모델과 무 하게 일정 간격

으로  수 있다. 따라서 시뮬 이션 시간이 모델 종료시

까지 수행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산사건 모델은 

시뮬 이션엔진에서 모델로 건네주는 시뮬 이션 시각 t

는 모델에서 알려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따라서, 

시뮬 이션의 빠른 수행이 가능하다. 모델은 일반 으로 

시뮬 이션 시각 한 개당 한번씩 실행되고 시뮬 이션 시

간진행은 한 개씩 순차 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사건 

모델 시뮬 이션이 수행시간에 많은 이 을 가지고 있다

[3]. 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하이 리드 시뮬 이

션은 기존의 모델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3) 연속시간  이산사건 시뮬 이션

3.2 분산 환경 시뮬 이션 구성

   분산 환경 시뮬 이션은 네트워크의 속한 발 으로 

시뮬 이션이 고속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 의 컴퓨터만 이용하는 순차시뮬 이션보다 빠른 수

행이 가능하다.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규모가 다르기 때문

에 시뮬 이션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요구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

정을 주고 시뮬 이션을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목표로 하

는 시스템 모델에 한 시나리오의 명세가 필요하며 시나

리오에 따르는 분산 시뮬 이션을 개발한다. 분산 시뮬

이션은 분산된 각 모델을 연동하기 한 페더 이트로 구

성하며, 이를 통합하기 해서 HLA(High Level 

Architecture) 표 기반으로 컴포 트의 운용이 가능한 모

델을 사용한다. HLA 모델은 DEVS 모델링  시뮬 이

션에 응이 용이하다[4].

(그림 4) 분산환경기반 시뮬 이션 Framework

4. 결론

   시스템 모델링에 해서는 목표 시스템에 한 요구사

항에 많은 근방법이 발 되고 있지만,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 있다. 모델링은 시스템의 구 을 하

기 에 설계를 하는 것으로서, 모델링에 따라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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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모델링의 품질을 높이

기 해서는 여러 가지 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지향 로세스 모델링  객체지향 

모델링을 결합 할 수 있는 하이 리드 모델링 방법에 

해 서술 하 다. 본 방법은 2가지의 모델링 기법을 결합 

할 수 있는 DEVS 기반의 모델링을 제안했다. DEVS 기

법은 차지향  객체지향 모델링 기법에 해서 결합이 

가능하다. 한 시스템의 완성도를 측정하기 한 시뮬

이션의 분산처리 방법에 해서 제안을 했다. DEVS는 이

산사건 기반 시스템으로써, 이를 분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해 제안을 했다. 

  향후 연구로는, 재해재난  국방분야와 같은 복잡한 시

스템에 해 근 할 수 있는 하이 리드 모델에 해서 

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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