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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rete Event Simulation(DEVS) Formalism can model a system of real world by
hierarchical and modular manner. Moreover, the formalism has operational semantics so
that the formalism can simulate the real world system easily. In order to model and
simulate real system more accurately, one of the extension of the DEVS Formalism, the
Dynamic Structured DEVS(DSDEVS) Formalism, was proposed.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 of DSDEVS Formalism is that the simulation models of the DSDEVS
Formalism can change its structure at the execution time of the simulator. The DSDEVS
Formalism is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the Bank process or the agent based simulation
of the defense simulation. The DSDEVS Formalism can model and simulation real-world
system easily, however, there was no visual notation of DSDEVS to express the
transition of the structure, so that the formalism utilize the tuple and the function to
denote the simulation model. Moreover, there is no ongoing research about the
verification of the DSDEVS Formalism.
The contributions of this paper is two fold. First, we propose visual notation of the
DSDEVS so that the modeler can describe the DSDEVS in graphical way. Second, we
propose the verification method and the verification environment of DSDEVS based on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DSDEVS, so that the modeler can trace the transition
of simulation model structure. By applying graphical notation of the DSDEVS, the
modeler can model the DSDEVS simulation model without ambiguity and the modeler
can verify the structure transition of the simulation model in execu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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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조가 변경될 수 있도
록 DEVS 형식론을 확장하였다.
&

DSDEVS 형식론은 은행 시뮬레이션이나 군

Simulation: M&S) 공학은 전 세계적으로 자

도메인에서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등에

원과 시간,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제품과 실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손님과 창구로

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1]. 특

구성되고, 창구의 수에 따른 손님의 대기 시

히, M&S 공학은 실세계를 다양한 각도와 다

간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였을 때,

양한 수준으로 모델링을 수행하고, 모델링이

손님의 수를 시뮬레이션 모델이 관리하게 모

된 실세계를 모사하는 모델을 실행시켜 그 결

델링할 수 있다. 이때 시뮬레이션 모델은 수

과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용

행시간 중에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조가 변경

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예로써 산업 쪽으로

되지 않고,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손님 수를

는 이미 다양한 산업 제품의 설계와 제조 과

계산하고 지연 시간을 계산한다. 이에 반해,

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

DSDEVS 형식론에서는 손님 개개인을 시뮬레

방 분야에서는 워 게임 모델, 항공 시뮬레이

이션 모델로 사상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터와 같이 훈련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수행하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여 자원과 시간, 인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이

님 하나하나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사상시켜

처럼 실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

모델링을 하며, 이를 실행시간에 모델을 생성

여 제안된 정형적인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이

시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할 수 있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Modeling

하는 것이 아니라, 손

론 중에는 이산 사건 시스템 명세 (Discrete

하지만, 지금까지의 DSDEVS 형식론은 명

Event System Specification) 및 이산 사건

시적으로 DSDEVS 형식론을 표기하는 방법이

시스템

제안되지 않았고, 튜플 구조를 표기하고, 시스

형식론(DEVS:

Discrete

Event

템의 구조의 변경에 대해서 모호하게 기술하

System Formalism)이 있다[2].
DEVS 형식론은 시스템 공학을 기반으로

여 실체계의 모델링에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

실세계 체계를 계층적이고 모듈화 가능한 형

를 지니고 있다. 즉, 시뮬레이션의 수행 중에

태로 기술함으로써 모델의 재사용성 증대시키

동적으로 구조를 변경시키는 의미론을 명시적

고, 운용 의미론을 내포하고 있어 실세계의

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없어,

체계의 실행을 용이하게 모사할 수 있는 특징

DSDEVS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표기

을 지닌다. 이러한 DEVS 형식론의 특징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DSDEVS

기존의 국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지 확

DEVS 형식론은 에이전트 기반 시뮬레이션

인하는 검증에 대한 연구도 현재까지 알려진

에 많이 사용되었다[3]. 이러한 DEVS 형식론

바 없다.

을 활용하여 실체계를 수월하게 모사하기 위

본 논문은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 그

하여 확장된 정형적인 이론으로 동적 구조 이

래프를 사용한 동적 구조 이산사건 시뮬레이

산

션 형식론의 명시적 표기법을 제안한다. 또한,

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DSDEVS:
있다[4].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 그래프를 요구사

DSDEVS 형식론은 실세계의 시스템이 동작하

항 명세로 사용하여 실행시간에 시뮬레이션의

는 시간 중에 내부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구조의 변경을 검증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점에 착안하여,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도중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적 구조

Dynamic

Structured

DEVS)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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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사건 시뮬레이션 형식론의 명시적 표기법
은 동적 구조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표기법
으로 활용되어 모호함이 없는 동적 구조를 지
닌 시뮬레이션 모델을 기술할 수 있으며, 시
뮬레이션 중에 동적으로 구조가 변경되는 시
뮬레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DSDEVS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위한 배
경

지식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DSDEVS의 명시적 표기법과 DSDEVS 시뮬레
이션 모델의 검증 환경을 소개한다. 마지막으
로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의 행동을 기술하는 모델이다. 원자 모델 M
의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M = <X, Y, S, δext, δint, λ, ta>
X: 이산사건 입력 집합
Y: 이산사건 출력 집합
S: 일련의 이산사건 상태의 집합
δext : Q × X → S: 외부 상태 천이 함수
Q={(s,e)|s∈S,0≤e≤ta(s)}: M의 전체 상태
δint : Q → Q: 내부 상태 천이 함수
λ : Q → Y: 외부 상태 천이 함수
ta: S → R0,∞+: 시간 진행 함수

2. 배경 지식
기본적으로 DSDEVS 형식론은 DEVS 형식
론의 기본 구조인 원자 모델과 결합 모델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DSDEVS 형식론
은 DEVS 형식론과 달리 실행시간에 시뮬레
이션 모델의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구조
변경에 제한을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배경
지식으로 DEVS 형식론과 DSDEVS를 소개하
고,

DSDEVS

모델

구조

변경의

제한과

DSDEVS 모델을 검증할 때 요구되는 요구사
항 항목에 대해서 설명한다.

2.1 DEVS 형식론
DEVS 형식론은 집합론에 근거한 객체 지
향적인 특징을 지닌 대상을 모델링할 수 있는
수학적 틀이다. DEVS 형식론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행위를 모의하는 원자 모델과 여러 원
자 모델을 결합하여 계층적으로 모의 대상 시
스템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 모델로

2.1.2 결합모델

결합 모델(Coupled Model)은 여러 모델을
내부적으로 연결하여 만든 모델이다. 내부 구
성요소가 되는 모델은 원자 모델과 결합 모델
이 모두 가능한데. 이러한 내부 모델들을 계
속 합쳐서 더욱 큰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결합 모델의 수학적 명세이다.
CM = <X, Y, {Mi}, EIC, EOC, IC, SELECT>

X : 이산사건 입력 집합
Y : 이산사건 출력 집합
{Mi} : 모든 이산사건 콤퍼넌트 모델들의 집합
EIC : 외부 입력 연결 관계
EOC : 외부 출력 연결 관계
IC : 내부 연결 관계
SELECT : 2{Mi}– Ø → Mi: 같은 시각에 존재
하는 사건을 발생하는 모델들에 대한 선택 함수

구성된다.

2.2 DSDEVS 형식론
2.1.1 원자 모델

원자 모델(Atomic Model)은 DEVS 형식론
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로서 시스템

DSDEVS는 결합 모델간의 연결을 집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시스템을 구성하는 상태로 정
의한다[5]. 따라서 이들 결합 모델간의 연결
이 시간과 이벤트에 따라서 모델 간의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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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는 것으로 시스템 구조의 변경을 정의

로 시뮬레이션 모델 수준에서 구조 변경을 허

한다. DSDEVS는 모델의 네트워크를 다음과

락한다.

같이 정의한다.

3. DSDEVS 형식론의 검증
DSDEVS N△ = <X△, Y△, χ, Mχ>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SDEVS 형식론의
검증은 크게 DSDEVS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

X△= 네트워크의 입력 포트 이벤트의 집합

증 요구사항 명세 방법과 DSDEVS 시뮬레이

Y△= 네트워크의 출력 포트 이벤트의 집합

션 모델의 검증 방법으로 구성된다. 먼저, 지

χ

금까지 DSDEVS 형식론으로 기술된 이전 장

= 실행 대표 모델의 이름

Mχ= 실행 대표 모델

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다수의 튜플로 정의하
여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데 DSDEVS 형식론

위 형식론에서 X△, Y△는 각각 입력 포트와

을 이해해야만 요구사항을 수월하게 기술할

출력 포트의 집합을 의미한다. 정의되는 입/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출력 포트는 각각 구별되는 이름을 가지며 Mχ

에 DEVS 모델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DEVS

에 따라 특정 시간에 활성화된 포트 혹은 활

그래프 방법을 사용하여 DSDEVS 형식론을

성화되지 않은 포트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정의하였다. 따라서 DSDEVS 형식론으로 기

DSDEVS의 구조 변경을 담당하는 Mχ는 원자

술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히 구현되었는지

모델로 표기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를

χ

χ

χ

χ

χ

χ

위한

요구사항은

1차적으로

DSDEVS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

X , Y , S , δext , δint , λ , ta >

Mχ = <

검증하기

행하는지

χ

확인할

수

있는

행위

명세

(Behavioral Specification)과 구조의 변경을
또한 Sχ는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내는 결합모

명세하는 구조 명세(Structural Specification)

델로 표현된다. 다음은

두 단계로 기술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S의
χ

것이다.

S

χ

정의를 표기한

DSDEVS 모델의 명세 방법과 이를 활용한

X , Y , {Mi }, EIC , EOC , IC , SELECT >

= <

χ

χ

χ

χ

χ

χ

DSDEVS 모델의 검증 방법을 제안한다.

χ

3.1. DSDEVS 형식론의 명시적 표기
Sχ는 기존 DEVS 형식론의 결합모델의 구조

DSDEVS 형식론을 구성하는 시뮬레이션 모

와 동일하다. Mχ에서 δextχ는 입력에 따른 Sχ

델은 기본적으로 원자 모델을 사용하여 기술

의 변화를 기술하는 함수이며,

하기 때문에 DSDEVS 형식론으로 기술된 시

δintχ는 기존

원자모델에서 정의된 것과 유사하게 시간에

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하게 구현되었는 지 확

따른 모델 구조의 변경을 기술하고, λχ는 해

인하기 위해서는 원자 모델을 기술하는 방법

당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출력을 나타낸다.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따라서 DSDEVS 형식론은 이벤트와 시간에

같은 원자 모델의 명시적 표기법을 사용하여

따른

있으며,

원자 모델의 동작을 표기한다. 그림 1에서와

DSDEVS 형식론이 제한하고 있는 구조 변경

같이 DEVS 원자 모델은 상태와 상태 천이

은 입력 출력 포트의 추가/삭제, 결합 모델에

사이에서 사용자가 설계한대로 동작하는 지

서의 원자 모델 혹은 결합 모델의 추가/삭제

검사할 수 있도록 원자 모델이 실행되면서 호

구조

변경을

수행할

수

동적 구조를 지닌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출되어야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함수 등을

요구사항 명세를 기술 할 수 있다.

표기할 수 있다.

그림 1 DEVS 원자 모델의 명시적 표기법
그림 3 DSDEVS의 동적 구조 변경의 명시적 표기법
이와 유사하게 사용자는 DEVS 형식론의
결합 모델을 그림 2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

3.2. DSDEVS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환경
DSDEVS 모델을 검증 하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검증 환경에 대한 개념도는 그
림 4와 같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SDEVS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환경은 시뮬레이션 엔
진과 시뮬레이션 모델 사이에 시뮬레이션 이
벤트들을 추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추출기를 시뮬레이션 엔진에 삽입하고, 이벤
트를 추출하여 앞 절에서 제안한 행위 명세와

그림 2 DEVS 결합 모델의 명시적 표기법

구조 명세를 입력으로 받아 이들을 시스템 사
상성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접근성

DSDEVS의 동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표기하

그래프(Reachability Graph)를 구하여 시뮬레

기 위해서 본 논문이 제안하는 명시적 표기

이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해당 그래프를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제안하는

만족하는 지 확인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동적 구조 변경은 기본적

[6].

으로 원자 모델의 명시적 표기법을 따르며 각
상태는 결합 모델과 사상되어서 각 상태가 고
유하게 나타내는 결합 모델의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DSDEVS 형식론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벤트와 시간에 따른 시뮬레
이션 모델의 구조 변경을 나타낼 수 있으며,
앞서 제안한 원자 모델의 명시적 표기 방법을
통하여 행위 수준에서의 명세와 그림 3과 같
이 시뮬레이션 모델 구조 수준에서의 명세를
통하여 DSDEVS 모델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그림 4 DSDEVS 모델 검증 환경의 개념도

동적 구조를 지닌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재까지

알려진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5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DSDEVS 시

DSDEVS 형식론으로 기술된 시뮬레이션 모델

뮬레이션 모델의 요구사항, 즉, DSDEVS 형

과 시뮬레이션 모델 구현물 사이의 정확성을

식론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

검증하기 위하여 DSDEVS 형식론의 명시적

하는 DSDEVS 모델의 요구사항 명세 도구이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검증

다. 사용자는 그림 5와 같은 명세 도구를 사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검증은 시스템 사상성

용하여 사용자가 설계하는 DSDEVS 시뮬레이

을 이용하여 DSDEVS 형식론으로 기술한 모

션 모델의 구조 명세와 행위 명세를 기입하

델에서 생성될 수 있는 모든 이벤트 시퀀스를

고, 이를 검증 프레임워크에서 검증하는 과정

확보한 후 시뮬레이션 모델을 수행하면서 발

을 거친다.

생하는 이벤트들을 통하여 해당 시퀀스를 모
두 만족하는 지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검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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