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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SR DEVS에서 부모 객체가 자식 개체로의 상속에서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의 상속 형태

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한다. 히든 상속의 경우 자식 객체는 부모 객체로부터 부모의 자산을 상속받더라

도 상속 함수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 부모에게서 넘겨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받지 못한 것

은 아니며 단지 숨겨진 상태를 의미한다.

키워드: SR DEVS (SR DEVS), 부모 객체 (parent object), 자식 객체 (child object), 

히든 상속 (hidden in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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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원형 DEVS (Discrete Event Systems) 모델은 이산 사건에 대한 

분석 방안을 제시한다. 

             (1)

여기서  는 입력 사건의 집합, 는 출력 사건의 집합이다. 

는 전체 시스템 상태 집합이며,  은 내부 상태전이에 대한 함수, 

 은 외부 상태전이에 대한 함수이다. 그리고, 는 외부 출력 

함수이며, 는 상태 전이로부터 흘러간 시간을 나타낸다.

원형 DEVS 모델에서 확장된 SR DEVS의 경우 자식 객체에서 

상위 부모 객체의 자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한다.

II. Hidden Inheritance

자식 객체는 기존의 원형 DEVS 모델에서 다음과 같이 상속 링크 

커넥터를 가진다. 

               (2)

여기서  는 입력 사건의 집합, 는 출력 사건의 집합이다. 는 

시스템 상태 집합이며, 은 자식 객체에 대한 커넥터이다.  은 

내부 상태전이 함수,   은 외부 상태전이 함수이다. 또한, 는 

외부 출력 함수이다. 마지막으로 는 상태 전이 이후로부터 흘러간 

시간이다.

에 대한 모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3)

여기서  는 자식 객체 집합이며, ∈는 부모 객체와 자식 

객체와의 상속 관계성이다. 또한 는 부모 객체로부 자식 객체로

의 상속 함수를 나타내며, 은 부모 객체와 자식 객체의 연결 

집합이다.

자산 상속에 대한 히든 상속의 함수의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4)

  
                  (5)

식 (4)와 식 (5)에 대해 객체 상속 강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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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III. Conclusions

atomic DEVS는 범용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한 원형 모델을 제공한

다. SR DEVS 모델은 원형 DEVS의 응용 모델로 부모 객체에 

의한 자식 객체로의 상속을 유도한다. 본 논문에서는 SR DEVS에서 

상속 자산에 대한 히든 상속의 처리를 분석하였다. 자식 객체는 히든 

상속을 통하여 부모 객체의 자산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함수 구현에 대한 운용은 숨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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