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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action between trainer and trainee is important in educational environment using
e-Learning. In order to embrace the educational feature, the 3D contents consumption
platform, such as virtual world, supports the novel educational experience to the trainer and
the trainee. In the virtual world, unlike real world, the virtual world can provide
educational contents to the trainees so they can experience various situation which can not
be happen in the real world. During the virtual training, the education assessment system
should monitor the trainees behaviors which actions are something trainee must not do and
something trainee should do until the deadline. In this paper, we propose development
methodology for education content assessment based on the Discrete Event System(DEVS)
Formalism. First, we classify the assessment items into safety assessment item and
liveness assessment item. Then, we model those items into Atomic models of the DEVS
formalism. By applying DEVS Formalism, we can utilize the hierarchical and modular
features of the DEVS formalism to manage the assess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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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환
경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e-Learning 개념은 보편
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Learning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 작용하는 학습 환경이 구성된다.
이러한 e-Learning 학습 환경은 학습 관리 시
스템과 학습 콘텐츠, 상호작용의 세 가지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1].
학습 관리 시스템은 학습 콘텐츠를 처리하
고 학습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고, 학습
콘텐츠는 e-Learning을 통해 제공되는 강의
내용으로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산
출물이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해당 과목의 교
수와 학습자가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오프라
인을 통하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정의한
다. 이러한 대표적인 e-Learning 플랫폼으로
가상세계가 있다[2][3]. 가상세계는 사용자가
컴퓨터 안에서 3차원으로 구성되어진 세계 속
에서 생활하면서 마치 현실 세계와 같은 느낌
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e-Learning 플랫폼으
로서 학생과 교사가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상
호 작용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사용하여 효과
적으로 학습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가
상의 3차원 세계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현실
세계 내에서 쉽게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구현
하고, 해당 상황에서 가상의 훈련을 수행함으
로써 소방 방재, 국방 분야 등 다양한 도메인
에서의 훈련 절차를 습득하는데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교수와 사용자, 그리고 학습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용 플
랫폼인 가상세계 내에서는 다양한 도메인 분
야의 교육용 콘텐츠가 개발되어질 수 있기 때
문에 교육용 콘텐츠의 관리뿐만 아니라 학생
의 교육 성취도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 체
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e-Learning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해당 문
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풀고, 문제에 대한 답
변을 정확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학습 성
취도를 평가하는 정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3차원 가상세계 내의 학습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 및 다양한 환경에서의
훈련 절차 습득을 수행해야 하며 해당 훈련
절차를 정확하게 습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는 적재 적시에 학생이 행동하는 지를 확인
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있다. 즉, 3차원 가상세
계를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에서는 기존의
e-Learning에서의 평가 체계와는 달리 일련의
절차로 기술된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서 적재
적시에 학생이 해당 행동을 수행하는 지 평가
해야 한다. 또한 평가 시스템은 다양한 도메
인의 학습 콘텐츠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을 재사용하고,
용이하게 평가 항목들을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
(Discrete Event System Formalism: DEVS)
기반의 평가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한다.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은 시간과 이벤트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동작을 명세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을
바탕으로 학생이 평가 중에 수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수행하였는지 평가하는 것과 특정 시
간 내에 반드시 수행하는 항목들은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을 바탕으로 기술함으로써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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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정형적으로 기
술하기 위한 배경지식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을 활용한 교육용 콘
텐츠 평가 방식을 소개하고,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으로 교육용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구
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배경 지식
본 장에서는 교육용 콘텐츠에서 훈련자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의 평가 항목을 정
형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소개한
다.
2.1 요구사항 명세 기법
훈련자가 교육용 콘텐츠를 소비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훈련자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은 제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항목과 제
한 시간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제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평가 항목은 훈련
자가 평가 과정 전체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평가 항목들과 훈련 절차 내에서 실행하면 안
되는 항목들에 해당된다. 즉, “훈련자는 훈련
중에 훈련 교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혹은
전술 훈련 모의에서 “기동하는 부대가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선행하고 있는
부대를 추월하면 안 된다.”와 같은 항목은 훈
련자가 훈련 과정 중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한 항목들이다. 이러한 요구사항 항
목들은 Safety 항목들이라 한다[4]. 일반적으
로 요구 공학(Requirement Engineering)에서
Safety 특성은 “시스템 내에서 나쁜 일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음”을 기술하는 항목으로 평가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평가 중 혹은 교육 과정
중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항목들을 기
술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기동하는 부대는
특정 시점까지 목표지점까지 도달해야한다”와

같이 제한된 시간 내에 훈련자가 특정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사항들은 Liveness 요구사
항 항목들이라 한다. 마찬가지로 요구 공학에
서는 Liveness 요구사항 항목을 “언젠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
습 콘텐츠의 평가 항목으로 Liveness 요구사
항 항목들은 특정 시간 내에 학습 과정 중에
나타나야 하는 항목들로 정의할 수 있다. 교
육용 콘텐츠의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명세
하는 기법은 이러한 Safety 요구사항과
Liveness 요구사항 모두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2.2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
DEVS 형식론은 집합론에 근거한 수학적인
틀이다. DEVS 형식론은 모델링할 대상 이산
사건 시스템을 객체 단위로 원자 모델을 사용
하여 모듈화 하고 결합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
템을 세부 모델의 결합과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4]. 또한, DEVS 형식론은 행
동적 의미론(Operational Semantics)을 가지고
있어 실제 시스템을 모의하는 시뮬레이션 모
델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1 원자 모델 표현
원자 모델(Atomic Model)은 DEVS 형식
론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듈로서 시스
템의 행동을 기술하는 모델이다. 원자 모델
M의 수학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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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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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M의 전체 상태
δint : Q → Q: 내부 상태 천이 함수
λ : Q → Y: 출력 함수
ta: S → R0,∞+: 시간 진행 함수

그림 2. DEVS 형식론의 결합 모델
그림 1.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의 원자 모델
원자 모델은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하고, 입력에
대한 상태 천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천이
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건부 행동
을 취할 수 있도록 정의하여 상태 천이 시에 해당
모델이 실행해야 하는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모의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 그림은 결합 모델을 통한 DEVS 형식론
의 계층적 구조와 재사용성을 보여준다. 즉,
결합 모델은 내부에 해당 시스템이 나타내야
하는 기본 행동을 모의하는 원자 모델을 결합
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또한 계층적으로 시
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각 모델을 관리한
다.

2.2.2 결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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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EVS 형식론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
요구사항 명세 기법

CM = <X, Y, {Mi}, EIC, EOC, IC, SELECT>

본 장에서는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을 사
용하여 평가 시스템의 Safety 평가 항목과
Liveness 평가 항목을 원자 모델로 기술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결합 모델을 활용하여 이들
평가 항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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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는 사건을 발생하는 모델
들에 대한 선택 함수

3.1 Safety 평가 항목
Safety 평가 항목은 그림 3과 같이 학습 과
정 혹은 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발생시키는 이
벤트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한다. Safety 평가
항목은 평가 과정 전체 중에서 발생하는 이벤
트들에 대해서 교육용 콘텐츠의 Safety 요구
사항을 위반하는 이벤트 발생 시에 시간 전진
이 무한대인 상태로 천이하는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 즉, Safety 평가 항목은 학생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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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자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
구사항으로 명세하기 때문에 Safety 요구사항
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가
Safety 특성을 위반하게 행동이 모니터링이
되면 상태를 천이하여 이를 보고하고 어떤 사
건이 발생하더라도 위반 상태에 머무르는
DEVS 원자 모델로 작성될 수 있다.

그림 3. Safety 평가 항목

3.2 Liveness 평가 항목
Liveness 평가 항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학생 혹은 훈련자
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 행동이 모니터링 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Liveness 평가 항
목은 한 번의 평가가 완료 된 이후 다음
Liveness 평가 항목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
다. 즉, 훈련 절차를 습득하는 교육 콘텐츠에
서 일련의 절차를 따라가며 학생 혹은 훈련자
가 교육 콘텐츠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수행하
는 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시간을 초과하기 전에 학생 혹은 훈련
자가 반드시 보여야 하는 행동을 확인하는 평
가 항목에 대해서는 DEVS 형식론의 원자 모
델에서 시간 전진함수를 정의하여 특정 시간
을 초과하면 상태가 천이되도록 명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학습 콘텐츠를 교수하는 사용
자가 요구하는 Liveness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단일 사건에 대한
Liveness 평가 항목을 원자 모델로 표현한 것
이다.

그림 4. 단일 Liveness 평가 항목

이와 비슷하게 일련의 훈련절차들에 대해서
학생 혹은 훈련자가 Liveness 평가 항목들을
만족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단일
Liveness 평가 항목을 시작으로 절차를 확인
할 수 있는 Liveness 평가 원자 모델을 정의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5는 절차적 Liveness
평가 항목을 위한 원자 모델이다.

그림 4. 절차적 Liveness 평가 항목

절차적 Liveness 평가 항목을 위한 원자 모
델은 단일 Liveness 평가 항목을 위한 원자
모델과 다르게 WAIT 상태에 대기하고 있다
가 이전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next 이벤트를
받으면 단일 Liveness 평가 항목을 위한 원자
모델과 동일하게 동작을 수행한다.
3.3 평가 항목 관리 체계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 콘텐츠를 개
발하고, 이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평가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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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DEVS 형식론에서는 모듈성을 제공하
여 원자 모델로 기술된 평가 항목들을 결합
모델로 구성하여 재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
다. 다음 그림은 Safety 평가 항목들을 조합
하여 Safety 평가 결합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Safety 평가 결합 모델의 구성 방법

위 그림과 같이 Safety 평가 결합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 분야에서 개발된 Safety 평가
원자 모델 중에서 필요한 평가 항목들을 선택
하여 결합 모델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6. Liveness 평가 결합 모델의 구성 방법

Liveness 평가 결합 모델은 두 종류의
Liveness 평가 원자 모델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다. 즉,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Liveness
평가 항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일
Liveness 평가 항목과 절차적 Liveness 평가
항목을 위한 원자 모델을 추가하고 이들 원자
모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Liveness 평가
요구사항을 명세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보편화된 e-Learning 콘텐츠

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평가 항목
을 Safety 평가 항목과 Liveness 평가 항목으
로 구분하고 이를 정형적으로 명세할 수 있는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을 활용하여 명세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교육용 콘텐츠
평가 구축 방법은 이산 사건 시스템 형식론이
가지는 계층적이고 모듈러하다는 장점이 반영
되어 평가 항목에 대해서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정형적으로 평가 항목을 기술할 수 있
으므로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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