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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웹 환경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발, 문서화, 분석을 지원하며, 시뮬레이션 분야에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웹기반 

시뮬레이션은 인터넷을 통해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의 연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였고 시뮬레이션의 접근성

과 제어, 효과적인 관리 및 통합을 용이하게 하고 하드웨

어와 시스템에 독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1].

DEVS/W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Web 

Service)[2]는 DEVS[3]를 확장하여 분산되어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여 고성능의 웹 서비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서비스 모델을 웹 서비스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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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mulation methods are being studied for various service models that can be used in industries as the 

development of web technology. DEVS is being used as a tool to simulate through scenarios using various 

information. In addition, DEVS/WS integrates web-based DEVS models through a distributed computing environment 

and can be used as tools for 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data distribution. This paper describes a method 

for simulating a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in DEVS/WS environment. This paper propose dynamic interest 

management model(DIMM) applied the genetic algorithm, manage efficiently road information of moving node. 

And, this paper evaluates performance of the dynamic interest management model in comparing to the none interest 

management model(NIMM). The transmitted messages and simulation time of the DIMM is saved than that of 

the N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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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 환경 기반 모델링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DEVS 형식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통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다. 또한 DEVS/WS는 웹 기반의 DEVS모델들을 분산컴퓨팅환경을 통해 통합하여, 고성능 컴퓨팅과 데이터 분

산 등이 요구되는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노드 간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해 Dynamic Interest Management Model(DIMM)를 제안하여 DEVS/WS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DIMM에

서 시뮬레이션 중 노드의 효율적인 위치 이동을 위해 Genetic 알고리즘을 통하여 최적의 경로를 유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DIMM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one Interest Management와 전송메시지 수, 시뮬레이션 시간을 비교하였다. DIMM

은 공간정보에 대한 인지도관리를 통해 메시지의 수와 시뮬레이션 시간을 절약하는 성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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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참여 모델을 DEVS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단위 모

델에 대한 메시지 송수신과 모델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고성능 계산, 데이터 분산, 서비스 

분산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제한적인 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차량

이 증가하고 있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대

안으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4]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TS는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교통 이용 

편의를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도로환경에

서 이동 중인 노드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임이기 위해 도

로상에서 목적지가 있는 노드의 최적 경로를 이용한 이

동을 제공하기 위해 동적 인지도 관리방법을 제안한다. 

교통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수많은 이동차량들이 생산

하는 데이터를 계산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서

는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과 차량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

경이 되는 웹 서비스기반 시뮬레이션이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웹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DEVS/WS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DEVS/WS를 활용한 최적경로 이

동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실험과 결

과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웹 서비스 기반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석을 위한 목적으

로 연구되고 있다. Simjava[5]는 웹 환경에서 기본적인 이

산사건 시뮬레이션 엔진과 자바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고 자바를 이용하여 멀티스레드를 이용한 분산 시뮬

레이션 하였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버/클라이언트 시뮬

레이션은 서버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실행 시뮬레이션간

의 장점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6]. 지리적으로 분산

된 모델들을 에이전트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흐름 관리를 

통해 웹기반의 시스템에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7]. 그러

나 웹 기반 시뮬레이션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들의 각각의 

시뮬레이션 동기화 및 통합 그리고 컴포넌트들 간의 동

기화와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있다. 

3. 웹 서비스 시뮬레이션을 위한 DEVS/WS

DEVS/WS에서 실행단위로써 웹 서비스 시뮬레이션

환경은 시뮬레이션 표현 영역과 메시지 통신영역으로 나

눠진다. 시뮬레이션 표현 영역은 참여모델에게 시뮬레이

션 진행 정보를 출력하고 메시지 통신 영역은 DEVS/WS

에서 참여모델간의 외부 메시지 및 정보 송수신을 위한 

영역으로 Time Server(TS)와 정보 송수신 및 참여객체들

과 상호작용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3.1 DEVS/WS 시뮬레이션 관제
DEVS/WS 시뮬레이션 관리자는 DEVS 참여모델들을 

통합하여 전반적인 시뮬레이션 운영을 관장하는 프로세

스이다. 

• 시뮬레이션 관제 : DEVS/WS에서 실행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시간의 동기화 및 참여객체 관리를 진

행하고 시간을 제어하며 순차적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 참여객체의 웹 서비

스 참여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참여객체를 참여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 DEVS 모델의 시뮬레이션 참여 : 시뮬레이션에 참

여하게 되는 DEVS/WS 참여객체를 관리정보 및 

연결 정보를 관리한다.

• 시뮬레이션의 실행과 운영 :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모든 참여객체가 확인되면 참여객체들 간의 상호

운용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참여객체들 간의 연

결 정보를 전달하여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유도하

고 시간을 통제하여 시뮬레이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 시간관리 : 시뮬레이션 시간 동기화구

조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간을 관리하여 병렬처리

뿐만 아니라 분산 환경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3.2 DEVS/WS 실행 구조
DEVS/WS는 DEVS/WS 시뮬레이션 관리자를 통해 

웹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참여객체들로 하나의 시뮬레이

션 단위가 형성되는데, 그 참여객체들의 실행구조는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EVS/WS 모델링단위가 되는 DEVS 참여객체들은 

시뮬레이션 객체 생성과 초기화를 통해 참여 객체로써 

실행 이후에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단위의 모든 참여객체들을 

연결하여 웹 서비스 형태로써 상호간의 연결을 통하여 

웹 서비스 시뮬레이션 실행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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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ion model connection and run in DEVS/WS

3.3 DEVS/WS에서의 웹 서비스 시뮬레이션 환경

그림 2는 웹 서비스의 참여객체로써 약속된 메시지 형

식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XML 메시지 생성기(Generator)

를 통해서 만들어 내고, 다른 웹 서비스 참여객체로 부터 

데이터를 수신할 때도 XML로 수신하여 XML 분석기

(Parser)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된다. 

DEVS/WS는 서비스 객체 검색정보들을 정의하는 서

비스 질의, XML 파일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참여객체들 

간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메시지를 정의하는 서비스 간 

메시지가 있다. 웹 서비스 형태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메

소드를 정의하고, XML로 표현되는 인자 메소드를 정의

함으로써 웹 서비스 정보를 정의하게 된다. 

4. DEVS/WS를 활용한 최적경로 이동 시뮬
레이션

DEVS/WS는 웹 서비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지

원한다. DEVS/WS로 웹서비스 참여객체는 각각의 참여

객체는 인터넷상의 다른 참여객체와 상호 작용을 통해 

작업, 정보, 자원을 공유 할 수 있다. 이때, 참여객체는 상

호 작용하는 명령, 메시지, 데이터 수신 등을 정보를 송수

신 할 수 있다. 최근 차량의 이동을 위한 도로, ITS, 교통 

정보 등의 인프라의 발전으로 차량 이동 간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뿐

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8][9]. 

4.1 참여객체 간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토콜 
DEVS/WS에 참여한 웹 서비스 구성요소들인 차량정

보와 교통상황 정보를 통해 이동 중인 노드들에게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기지국(Base station)과 이동하는 노드들

은 역할공유, 참여객체 검색, 객체간의 연결 등 3가지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이 3가지 상호작용은 웹 서비스 환경과 

독립적으로 통신하는데, DEVS/WS은 분산 컴퓨팅 환경이 

지원되고 있고 약속된 방법의 통신규약을 통하여 독립적

인 환경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공개, 검색이 가능하다. 

4.2 DEVS 웹서비스 모델의 시뮬레이션 참여

DEVS/WS의 참여객체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객체 단위로써의 시뮬레이션 객체이다. 기

지국, 이동 노드들은 DEVS/WS의 시뮬레이션 관리자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객체로써 이벤

트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객체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분산된 컴퓨팅자원을 활용하여 병렬 및 

분산 컴퓨팅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① 웹 서비스 사용자로써 시뮬레이션 참가: DEVS/WS

에서 최적경로 이동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객체들은 서비스 사용자로써 자신의 접속정보

를 등록함으로써 다른 참여객체와 상호작용 및 정

보공유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객체들은 

Fig. 2. DEVS/WS component modeling and communication structure of web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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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다. 

Fig. 3. Self description of the DEVS/WS components

그림 3은 참여객체의 Digraph Class Name이 “DEVS/ 

WS-BaseStation”, “DEVS/WS-Node#N”인 참여객체의 

참여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참여

객체의 순번(Component Index)은 0, 1이다. Listening 

Port는 다른 참여객체와 정보공유와 상호작용을 위한 연

결할 포트를 의미하고, Time Server IP는 시뮬레이션을 

관장하는 관리자의 IP 주소를 표현한 것이다. 환경설정에 

대한 최적경로 이동 시뮬레이션을 위한 참여객체들의 구

성 및 연결모델[10]을 표현하면 그림 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② DEVS/WS 시뮬레이션 관리자로부터 웹서비스 참

여자 정보 수신: 웹 서비스에 참여한 모든 참여객

TMsim= <IX, IY,EX, EY,D, d|d∈D  d∈D, EIC, EOC, IIC, IOC, IC, EC>,

TMsim: a coupled simulation model of the Traffic management

IX: the set of internal input ports and values

IY: the set of internal output ports and values

EX: the set of external input ports and values

EY: the set of external output ports and values

D : the set of the component

EIC: External Input Coupling - external inputs to component inputs

EOC: External Output Coupling – outputs to component inputs

IIC: Internal Input Coupling – internal inputs to component inputs

IOC: Internal Output Coupling – internal outputs to component outputs

IC: Internal Coupling

EC: External Coupling

where 

Internal Inport={“start”}, External Inport={“ESTART”)},

IX = {(“start”, start)}, EX={( “ESTART”, start)}

Internal Outport={“out”}, External Output={Auto allocation}

IY = {(“out”, (optimal path, threshold time, expected moving time, 

traffic information))}

EY={(“result_out”, (optimal path, expected moving time, 

traffic information))}

D={base_station, node#1, .... , traffic_agent }

EIC= {( TMsim, “start”), (base_station, “start”)}

EOC = {( TMsim, “out”), (TMsim, “finish”) }

EC = {((base_station, “threshold_time_out”), (agent, “threshold_time_in”)),

            ............    }

Fig. 4. Simulation connec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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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객체간의 상호작용과 정보 공유 및 데이터 전

달을 위해 상대의 참여객체들의 위치를 알아야 하

는데, 웹서비스 참여 참여객체들은 정보 및 작업

을 전달하고 수행하는 상대 참여객체들의 정보를 

DEVS/WS 시뮬레이션 관리자로 부터 정보를 수

신할 수 있다. 이때 DEVS/WS에서 DEVS 모델들

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참여객체가 참여할 때 

서비스 모델들과 공유할 참여객체 정보들이다. 

DEVS/WS는 참여 웹서비스 모델자신의 위치를 노

출하지 않더라도 다른 참여객체와 투명성 있게 상

호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3 동적 인지도관리
인지도관리(Interest Management)는 화산지역 관리, 

교통사고 위험 지역 관리, 통계적 그리드 자원관리 등에

서 송수신 메시지나 많은 데이터양에서 일부 데이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여과하여 실시간의 대규모의 시뮬레

이션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다[17]. 

1
4

9
16

16

9 = 7

- 9

4
-

= 5

Fig. 5. Interest cell degree space management

다음 그림 5는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인지도 셀을 

상세하게 분류한 것이다. 특정 셀 단위로 구성된 공간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 상황, 환경 등의 요소에 따라서 인지

도 공간의 크기나 모양이 변경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인지도 관리이다. 인지도 관리기술은 인지도 표현이나 인

지도 도메인을 이용하여 관리하는데, 보통 지역적으로 넓

은 범위의 공간을 다차원으로 표현하여 지역단위의 데이

터 전송 관리를 위해서 사용된다. 특히 시뮬레이션 중에 

인지도 도메인을 상세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경우는 인지

도 수치를 활용하여 관리한다. 

ITS에서 기지국은 복잡한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을 위

해 교통상황을 잘 반영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그런데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교통상황의 정보를 빈번하게 수집하고 

전달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를 만들기 위

해서 많은 메시지와 전송데이터가 요구된다. 그런데 기지

국에 매 시간, 모든 상황마다 많은 정보를 전송하여 갱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간과 교통의 상황을 고

려하고 교통상황을 갱신하여 메시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기지국에 교

통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메시

지 화하여 바로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적용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차량의 이동성과 도로의 차량이

동을 위한 통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보의 실시간 

전송은 짧은 시간간격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교통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비효율적이게 된다. 반면에 교

통상황 정보를 전송하는 시간간격이 클 경우 도로의 교

통상황에 대한 정확도 오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차량의 흐름이 많

아서 교통상황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는 교통상황을 

자주 갱신하여 해당 구간의 교통정보를 정확하게 할 필

요가 있으며, 차량 흐름이 드문 경로에서는 정보 갱신 

횟수를 줄이더라도 교통상황 정보에 대한 오차와는 상

관관계가 적을 것이다.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상에서 차량의 목표지점까지 도

달하기 위해서 차량의 경유 지점을 포함한 주위 도로의 

교통상황에 대한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주행하게 된다. 이

때 차량은 목표지점까지 주행하기 위한 경유 예약지역이 

아닌 곳의 교통정보나 이미 지나간 지역의 교통정보는 

앞으로 목표지점까지 주행하기 위한 경로설정에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은 경유 예상지역이 아닌 곳, 현재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 이미 지나간 경로에 대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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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자주 수집하는 것은 정보를 낭비하게 됨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절약하여 최적의 경로로 목

표지점까지 이동함에 있어 이동시간의 변화의 오차가 적

다면 정보의 송수신함에 있어서 메시지의 수의 절약과 

메시지 양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차량 이동이 많은 도심의 차량 정

체, 도로상태, 교통 혼잡 제어 등을 목적으로 현재의 교통

상황을 표현하는 최적경로 이동모델이다. 그림6은 교통 

혼잡 제어를 위한 도로모델을 디자인한 것으로 도심의 

블록단위의 도로 공간을 하나씩 나누어 단위 맵 상에서 

주행 중인 차량상태를 노드로 표현하여 노드들의 현재 

위치 및 속도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을 모델링할 수 있다. 

전체의 도로에서 주행 중인 모든 노드들을 표현하는 것

은 표현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최적경로로 차량 이동을 

위한 의사결정 하는 계산량도 요구되기 때문에 분산화하

고 관리하기 용이하게 적당한 구역을 정하여 단위맵을 

기준으로 웹 서비스 참여객체 단위로 나누게 된다. 이는 

인접한 4개의 방향인 맵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상호작용

하게 된다.

도로에서 하나의 블록을 하나의 모델로 구분해 Mij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노드는 도로를 따라 이동

할 것이다. 블록을 지형의 방향을 x(가로),y(세로)로 나누

고 시간(t)에 따라 노드가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M00(tstart) M10(t0) M11(t1) M12(t2) M22(t3) 순

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림 7은 최적경로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구성

도를 도식화한 것으로 웹 환경에서의 메시지 전송을 위

한 아키텍처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참여

객체는 도로상황을 갱신하고 이동 중인 노드로써 교통상

황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교통정보 등의 상호작용 

메시지는 네트워크 및 DEVS 내부 메시지를 통해 기지국

과 송수신하고 기지국은 현재의 교통정보를 유지하기 위

한 데이터가 수신되면 교통 혼잡에 관한 현 상황 정보를 

적용하여 교통정보 요청 시 해당 데이터를 참여모델에게 

Fig. 7. Simulation model of the optimal path information

Fig. 6. Map distribution and the example of node moving in DEV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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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게 된다. 참여모델은 최적 경로 정보 요청 시 최적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문가 모듈을 통해 

현 상황의 교통정보를 기준으로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참여모델에게 제공한다.

5.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Dynamic Interest Management Model 

(DIMM)이 복잡한 도로상에서 이동 중 노드에게 기지국

이 현재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기 위해 Genetic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11]. 그리고 현재의 교통상황의 원활한 정보를 갱신을 

위해 인지도관리 셀을 통해 최소의 메시지 수와 데이터

양으로 주요 지점의 교통상황을 원활하게 표현하였다. 이

에 대해 실험은 여러 요소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

고 결과 그래프를 통해 제안된 방법들의 성능과 효과를 

살펴본다.

5.1 실험 1: 전송메시지 수

실험 1은 노드의 이동 공간(Map)의 크기가 20x20인 

환경에서 인지도 관리를 통한 전송메시지의 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ITS의 교통정보에 대한 송

수신시 DIMM모델의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효율에 대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NIMM(None Interest Management 

Model)과 비교하였다. NIMM은 모든 셀이 인지도 셀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8은 DIMM와 NIMM에 대

한 노드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필요한 시뮬레이션 메시지

의 수에 대한 그림이다. 

Fig. 8. Number of transmitted messages

DIMM는 인지도 셀을 관리함으로써 교통정보가 필요

한 셀에 대한 메시지를 송수신함으로써 NIMM보다 75%

의 메시지를 절약한 것을 알 수 있고 셀이 많아질수록 메

시지 전송률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실험 2: 시뮬레이션 시간
실험 2는 이동 공간의 크기가 20x20인 환경에서 이동 

중인 노드가 인지도 관리를 적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

기 위한 누적 시뮬레이션 시간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 1에서 발생된 메시지의 양이 줄어들 경우 교통상황

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메시지를 절약

하면서 교통상황의 정확성에 대한 오차도 최소화한다면 

네트워크에 효율적이면서 안정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래 그림 9는 20번의 실험을 통해 이동 중인 노드에 

대한 DIMM과 NIMM의 목적지까지 평균 누적 도착시간

을 표현한 것이다. 

Fig. 9. Logical simulation time (DIMM vs. NIMM)

NIMM은 모든 셀에 대해서 인지도 셀이 높아 모든 셀

의 정보갱신횟수가 빈번히 발생하여 정보의 정확도가 높

지만, DIMM는 이동시간의 비율은 4초 이후부터는 NIMM

의 약 90% 내외의 절약된 시간을 활용하여 목적지까지 

통과하여 도착 시에는 약 95% 시간이 소요하여 시간이 

절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론

웹 기술은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웹 서비스를 활용하여 

모델의 분석, 개발,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과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 ITS 등

의 인프라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목적지가 있는 노드의 최적경로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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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DEVS/WS 환경에서 차

량 이동을 최적화하는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였다. 실험을 위

해 분산 컴퓨팅이 가능한 웹기반의 Dynamic Interest 

Management Model(DIMM)을 디자인하였다. 셀 단위로 

나뉘는 맵 내부의 도로에서 교통상황을 수집하기 위한 

메시지의 수와 전송하는 전체 메시지의 양은 요구되는 

정보 양을 절약하였고 이때 인지도 셀을 동적으로 조정

하여 교통정보의 정확성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교통정보를 갱신하여 메시지 및 데이터양을 절약했다. 

DIMM은 인지도 관리의 결과와 전송된 메시지, 시뮬레

이션 시간 절약을 통해 효율적인 노드의 이동을 유도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웹 환경에서 이동 공간

에 대한 인지도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교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 경로를 유도하여 시스

템의 계산시간을 절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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