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메커니즘은 이산 사건 처리에 대해 정형화 모델링 
방안을 고려한다[1]-[4]. 여기서 이산 사건 처리를 
위한 모델링 대상을 객체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객체는 입출력 흐름에 따른 내외부 함수 처리를 
통하여 주어진 사건들을 처리한다. 객체의 처리 함
수는 전체적인 구성면에서 볼 때 모델 내부의 자
산으로 간주되며, 함수 내부 특성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SR DEVS (Self-Reproducible DEVS)
은 자산을 보유한 객체에 대한 상속을 고려한 것
으로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의 자산을 넘겨받음으
로써 새로이 추가되는 기능과 함께 전체적인 함수 
구성을 한다[5]-[7]. 자산의 상속은 여러 부모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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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단일 부모 객체에게서 받는 경우가 있다. 여
러 부모 객체로부터 자산을 넘겨받을 경우 특정 
자산에 대한 상속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 객체 자
체 선택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상
속 수행을 하는 부모 객체는 선택이 되며, 선택된 
부모 객체의 경우 자식 객체에 상속을 진행한다. 
자식 객체는 순수상속 특성을 통하여 모든 부모로
부터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부분 분열 상속
을 통하여 일부 부모에게서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다. 부모 객체로부터의 상속 수행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은 자식 객체에 상속을 수행하는 부모 
객체를 나타낸다. 또한 은 상속 함수를 의미하
며, 은 연결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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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SR DEVS 모델에서 자식 객체에 대한 부모 객체의 내부 상속을 고려한다. 내부 상
속 함수는 상속 부모 객체가 지정될 경우 함수의 상속 처리를 수행한다. 내부 상속의 경우 부모 객체
의 자산 특성에 따라 순수 상속과 부분 분열 상속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속에서 여러 자산에 대한 상
속 선택이 발생할 경우 함수 처리를 요구한다. 내부 상속에 대해 선택 함수의 결정 방식을 통하여 자
식 객체는 부모 객체로부터 자산을 넘겨받는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consider inner inheritance of parent objects to their child objects in SR DEVS. The inheritance 
process of function is implemented by the inside inheritance function when the inherited parent object is determined. In 
the inside inheritance, the integrity and fragment inheritance can be divided as th asset property. Also, the function 
process is requested when the inheritance selection in th inheritance is occurred to several assets. The child object can 
receive assets from the parent object through the determination method of selection function to the inside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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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부모 객체에 대해서는 상속 자산의 규모가 
특정 객체로 한정되어 진다. 이 경우 상속의 처리
는 내부 자산으로 이루어지며,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의 전체 자산 혹은 일부 자산을 넘겨받는다. 

Ⅱ. 본  론

부모 객체로부터의 자산 상속은 여러 환경에 따
라 달라진다. 부모 객체의 자산 함수의 경우 즉각
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 환경에
서는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 자산 함수의 상
속에서 우선적으로 결해야 할 것은 자산상속에 대
한 결정 처리이다. 일방적인 자산 상속 이외의 처
리는 이러한 상속 처리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함수가 동원될 수 있다. 객체 모델에서 
사건 처리를 위한 자산 상속은 결정 함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2)

여기서 는 자식 객체이며, 와 는 입출력 
함수의 상속을 나타낸다. 와 는 시스템 상태와 
외부 출력에 대한 상속이다. 각 각 상속에 대한 
결정 함수를 나타낸다.

내부 상속에 대한 결정 함수는 환경과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부 
상속 결정에 대해 다형형 처리를 고려한다. 다형형
의 결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결
정에 참여하는 요소의 구성이다. 세부 요소가 결정
되면 요소 간 관계를 함수로 구조화하여 처리하게 
된다. 다형형의 결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하위 값 부분에 대한 처리이다. 상위 값 처리에 의
한 일반적인 결정이 시스템의 상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하위 값 처리에 대한 결정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결정 함수의 구성에서 하위 
값 부분 처리를 상위 값 처리와 함께 고려하여 처
리하는 방식이 요구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단일 부모에 대한 자식 객체로의 
상속 결정을 고려하였다. 단일 부모로의 자산 상속
은 순수 상속과 부분 분열 상속으로 나누어진다. 
부분 분열 상속의 경우 상속 자산에 대한 결정 함
수가 처리되어야 한다. 내부 자산에 대한 상속은 
결정 함수를 통하여 상속되며 이는 시스템의 환경
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상속 결정에서 상위 값
뿐만 아니라 하위 값 처리도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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