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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urriculum is a measure of how high level of knowledge is educated to students affiliated to university institutions, and is 

used as an indicator evaluating usefulness of the university institutions. For this reason, Designing and assessing curricula is a 
critical to high education institutions. However, in the case of development and quality assessment of a curriculum with a traditional 
way, finding a right curriculum which a designer intends is a time consuming and error-prone proc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we propose the curriculum design engine using SES (System Entity Structure) / DEVS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Framework in this paper. The SES describes all possible combination of curricula for students. The DEVS 
framework provides a simulation environment for models created from the SES by the students. The proposed engine will show 
appropriate curricula for students after a simulator appropriately filters students’ requirement, according t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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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교육 기관들은 그들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흔히는 학업진행에 따라 수강하는 

교과목으로서 교육 과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교

육 과정은 교육 기관의 학문적 설립 목적의 뼈대와 같은 존재

이며, 잘 디자인된 교육 과정은 교육기관 설립 목적의 달성도 

및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보증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9,10]. 이 때문에 교육 기관은 교육 관련 의사가 충분히 반영

된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주어

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직접 최적화 된 교육 과정을 찾는 

방식)을 통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할 경우, 교육 과정

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교육 과정을 수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 더욱 나아가 설계

자와 유저(본 논문에서 유저란 교육과정을 받는 피 교육자를 

의미한다.)의 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엔진을 제

안한다. 이에 본 논문은 설계자와 유저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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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및 운영에 대한 분석, 평가, 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의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 환경으로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SES(System Entity 

Structure)/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모

델링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연구와 배경

이론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DEVS Modeling을 이

용한 교육개발엔진 시뮬레이터의 구조를 설명하며, 끝으로 4장

에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한다. 

II. 관련연구

1. DEVS 형식론

DEVS 형식론은 1976년 B.P.Zeigler에 의해 제안된 집합론

에 근거한 형식론이다. DEVS 형식론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 

요소 별로 나누어 각각의 모델을 만든 후, 이를 합쳐서 전체 시

스템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1]. 이는 모델의 구조와 행

동을 시뮬레이션 수행으로부터 추상화시키기 위하여 집합 이

론을 바탕으로 정의한 모델링 방법으로서, 시스템을 계층적



SES/DEVS 방법론을 이용한 커리큘럼 엔진 연구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5), 2013 19

Table 1 Definition of Atomic Model
기 호 이 름 비 고

AM 모든 집합의 모음
AM = < , , ,  ,

 , ,  >

 외부 입력 집합

 외부 출력 집합

 상태변수 집합

 내부사건 상태변이(처리) 함수 → 
 외부사건 상태변이(처리) 함수  × → 

 모든 상태의 집합
 = { ()|∈ ,

0 ≤  ≤ }
: elapsed time

 출력 함수 → 
 시간 갱신(진행) 함수 →  (real)

Fig. 1 DEVS Atomic Model Representation

(Hierarchical)이고 모듈화(Modular)된 형태로 표현하기 용이

하게 해준다. 이러한 특징을 DEVS에서는 두 가지 모델 유형인 

원자 모델(Atomic Model)과 결합 모델(Coupled Model)로 제

공하는데, 원자모델은 시스템의 동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결합모델은 시스템의 구성 요소간의 상호 작용을 표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결합모델은 더 큰 단위의 상위 모델

의 기준에서는 구성 요소의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여 시스템을 

계층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Atomic Model의 명세는 Table 1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는 마지막 상태전이 이후로 진행된 시간을 나타낸

다. Fig. 1은 원자 모델의 7가지 요소를 도식화한 것이며 

DEVS 형식론 보다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6].

결합모델은 하위 모델들을 이벤트, 외부입력, 외부출력 등을 

연결하여 계층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표현법은 Fig. 2와 같이 

정의되며, 표기법은 Table 2와 같이 정의된다[6].

2. SES(System Entity Structure)/PES(Pruned Entity 

Structure)

System Entity Structure(SES)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

Fig. 2 DEVS Coupled Model Representation

Table 2 Definition of Coupled Model

기 호 이 름 비 고

CM 모든 집합의 모음
CM = <, , { i},

, , , >

｛ i｝ 내부 구성 요소 모델의 집합

 외부입력 연결 관계

 외부출력 연결 관계

 내부 연결 관계

 선택함수

는 지식을 특정 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Zeigler가 제안한 

개념이다. 모델들의 분할(decomposition), 분류(taxonomy)와 

모델간의 연결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System 

Entity Structure(SES)는 트리 형태로 계층적인 모델들을 정

의하고, 트리의 말단은 모델 베이스의 모델로 나타낸다. Fig. 3

에서 System Entity Structure(SES)안에는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지식으로 Entity Aspect, Specialization의 3가

지 형태의 노드가 있다. Entity 노드는 실세계의 한 객체와 대

응되며 Aspect 또는, Specialization을 자식으로 가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System Entity Structure(SES)의 서브-

구조(Sub-Structure)로 표현된다. 이 서브-구조를 Pruned 

Entity Structure(PES)라고 하며 System Entity Structure 

(SES)에서 PES를 얻어내는 작업을 전정(Pruning)이라고 한다. 

PES에는 오직 Entity와 Aspect만이 존재한다. 즉, Specia-

lization 노드의 자식 노드는 전정 과정에서 하나의 노드만 선

택되고 나머지 Specialization 노드는 사라진다. 즉, PES는 합

성트리로 변환할 수 있으며, 결국 시뮬레이션 모델로 합성할 

수 있다. Fig. 3은 System Entity Structure(SES)와 PES 적

용의 개념적인 관계에 대한 SES 기본 방법론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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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eb-Based Simulator for Program Curriculum [5]

Fig. 3 Relating SES and PES through ontology

Table 3 Components of System Entity Structure

기호 이 름 내 용

| Decomposition Entity의 구성요소

|| Specialization Entity의 종류

||| Multiple Decomposition
복수개의 Entity가 또 

다른 Entity의 구성요소

우선 System Entity Structure(SES)는 원본 데이터 내부의 

컴포넌트를 묘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다. System Entity 

Structure(SES)구조는 DTD나 스키마, 요소, 양상, 다중양상

(Multi-Aspect), 한정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며, 

DTD나 스키마의 주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진다[4].

System Entity Structure(SES)는 트리(Tree) 형태로 표현

되며 관계를 나타내는 간선은 그 선의 종류(단선, 2중선, 3중선)

로 연관관계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3. 교육개발 엔진

현재 교육과정엔진의 시뮬레이터는 자바 애플릿을 통하여 연

구가 진행되었다[5,7]. 교육과정 개발엔진의 핵심적인 역할은 

각 교육기관마다 각자의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시간 또

Fig. 4 Web-Based Education Development Engine[5]

는 학점에 맞게 유저에게 알맞은 교육과정을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Fig. 4에서 보듯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웹 

기반용 교육개발엔진은 크게 HTML Creator 레벨과 Simulator 

Core 2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HTML 레벨에서는 교육과정의 속성을 정의하고 요구사항들

을 HTML에 입력한다. Simulator Core에서는 유저가 교육과

정을 선택했을 시 이벤트가 발생하여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비교하여 컴퓨팅 한 후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을 유저에게 안내

하게 해준다. Fig. 5에서 보듯 많은 옵션들을 제공함으로써 유

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알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 이 엔진은 완벽하게 구동하지 않으므로 실제 유

저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층 구조적 

모듈화 개념이 취약하여 융통성 있고 용이한 시스템설계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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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ducation Development Engine Simulation System Configuration

란한 단점을 갖고 있다[2]. 그리고 최적대안 선택 등의 작업은 

설계자의 직관적인 판단에 맡겨져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교육과정개발 엔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모델

링 형식론을 정의하고, 가능한 요구 사항 및 제약조건을 시스

템 계층구조상의 구성원별로 속성화시키며 SES방법론을 통해 

설계대안들의 자동생성 방법을 제시하고, Scalability가 좋은 

DEVS를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DEVS

기반의 교육개발 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III. DEVS방법론이 적용된 교육개발엔진 모델 제안

이 장은 제안하는 교육개발엔진 시뮬레이션에 대한 전체 구

성도와 핵심 요소가 되는 지식베이스들에 대한 설명으로 개념

을 확장시켜 구체화 한 것이다.

1. 전체개념

교육개발엔진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도는 Fig. 6

과 같다. 시스템은 세 가지 지식 베이스와 두 개의 프로세스 모

듈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는 각각 동적 베이스(Behavioral Base), 

구조적 베이스(Structural Base), 교육과정 규칙에 따른 베이

스(Curriculum of University Regulation Base), 구조화 모델 

생성(Structured Model Generation)프로세스, 시뮬레이션

(Simulation)프로세스이다.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실행 될 때는 세 가지 주요 객체가 생

성되며. 이는 유저에 의해 이벤트가 발생하는 현재상황을 객체

화 한 현재 상황(Current Situation), 미래의 이벤트 출력 상황

을 객체화 한 미래 상황(Future Situation),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한 규모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구조화된 모델인 임시구

조화 모델(Instant Structured Model)이다. 대학들마다의 정해

져 있는 학교의 규칙들이 개입되어 임시 구조화 모델이 생성되

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행이 완료되면 미래상항 데이터가 

출력된다. 동적 베이스는 유저에게 적당한 과목을 예측하기 위

해 필요한 모든 단위 요소들(과목들의 이름, 학점, 선택과목, 

필수과목 등)의 동적인 재사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각 모델은 DEVS 형식론 방식으로 정의된다. 

구조적 베이스는 동적 베이스의 모델들을 연동하며 교육과정 

로드맵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구조와 관련한 

지식을 계층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베이스이며, 이는 SES 

형태로 정리되어 표현된다. 대학 교육과정 규칙 기반 베이스는 

성균관대학교 학칙을 근거로 일반적인 규칙형태로 표현된다. 

구조화 모델 생성 프로세스는 앞의 동적 베이스와 구조적 베이

스에 기반을 두어, 입력된 현재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구조화 

된 시뮬레이션 모델인 임시구조화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 이 구

조화 모델은 트리 형태의 구조적 베이스를 가지치기(Pruning)

한 서브 트리의 모양을 갖게 된다. 전 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

는 서브트리(Sub-Tree) 모양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각 구성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로

도 활용된다.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는 임시구조화 모델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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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del Base for Education Development Engine Simulation

실행하는 모듈로서 대학 교육과정 규칙 베이스를 이용하며 실

행이 완료되면 유저가 필요한 교육과정을 예측하여 결과를 출

력하게 해준다.

2. 세 가지 지식 베이스

가. 구조적 베이스

설계 가능한 구조적 베이스는 Fig. 7과 같다. 전체 시뮬레이

션은 Curriculum Generator System과 Experimental Frame

이라는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며. Curriculum Generator 

System은 각각의 과목이름, 시간, 학점, 필수, 선택과목 등의 

영역으로 나뉘어 구성되며, Experimental Frame은 시뮬레이

션 실행 시 모델의 임의성이 부여되는 요소에 필요한 외부 입

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Generator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

안 각 모델의 Output들을 수집하여 시뮬레이션 종료된 후 보

고될 결과를 작성하는 Transducer로 구성된다.

나. 동적 베이스시스템구성

동적베이스는 교육개발 엔진 시뮬레이션을 위한 단위 요소들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가는 동적 특성을 2.1절에서의 DEVS형

식론 방식으로 정의한 모델 베이스이다. 앞서 설명한 구조적 

베이스에서의 말단 노드들은 기본모델 형태로 정의되며, 중간 

노드들은 결합모델 형태로 정의된다.

다. 대학과정 규칙기반 베이스

교육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제공되는

Table 4 Curriculum Rule Base
IF THEN

CS <= 0 && RQ < 24 || SE < 12
RQ : 필수과목 연결
SE : 선택과목 연결

CS <= 24 && RQ == 24
RQ : 필수과목 연결 금지
SE : 선택과목 연결 금지

CS <= 24 && SE == 12 && RQ < 12
RQ : 필수과목 연결
SE : 선택과목 연결 금지

학점, 필수, 선택 과목 등의 관련 정보들을 이용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의 제공되는 학칙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 컴퓨터 공학과 대학원의 학칙

을 이용하여 대학과정 룰 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IF-THEN구

조로 규칙형태로 정리하여 표현 가능하며 이는 Table 4와 같다.

총 대학원 필수 이수학점은 24학점으로 필수과목은 12학점

이상까지 들을 수 있으며, 선택과목은 12학점이하까지 들을 수 

있으므로 총 24학점의 학점을 이수야 한다.

IV. 결 론

대학교육의 성패는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

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없다. 현재 대학 기관

들은 그들의 교육 목표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가

지고 있다. 교육 과정은 교육 기관의 설립 목적의 뼈대와 같은 

존재이며, 잘 디자인된 교육 과정은 교육기관 설립 목적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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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및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보증하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다. 이 때문에 교육 기관은 교육 관련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교

육 과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 즉 주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직접 최적화 된 교육 과정을 찾는 방

식을 통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할 경우, 교육 과정을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교육 과정을 수정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의 단점을 해결하고 더욱 나아가 설계자와 유저의 편

의를 고려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엔진을 제안한다. 따라서 

설계자와 유저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요소 및 운영에 대한 분

석, 평가, 계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링 및 시

뮬레이션 방법의 제시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시뮬레

이션 기반 환경으로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방법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는 SES(System Entity Structure)/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모델링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본 논문은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과제 후속 연

구지원 사업(NRF-2013R1A1A3A04007527)의 지원에 의

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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