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2호 (2013. 11)

분산 어 리 이션의 모델  소스코드 

연동시뮬 이션 기법에 한 연구

이성희, 이우진

경북 학교 학원 컴퓨터학부

e-mail:lee3229910@gmail.com

A Study on Model and Code Cooperative Simulation 

Technique for Distributed Applications

Sunghee Lee, Woo Jin Lee

School of Computer Science &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       약
 최근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등장과 활용으로 분산 컴퓨  산업이 발 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각 단말기기간 는 시스템간의 어 리 이션간 연동 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연동하는 시스템들

의 상호작용을 검사하기 해서는 기존의 단일시뮬 이션 기법으로는 모델-모델 연동시뮬 이션, 코드

-코드 연동시뮬 이션은 가능하지만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 기법이 불가능하다. 한 일반 으로 

모델 시뮬 이션 후 코드 시뮬 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모델이 코드로 완 히 구 되기 에는 시

뮬 이션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해 시뮬 이터 합성기와 

코드 어 터를 사용하여 모델  소스코드의 연동시뮬 이션이 가능한 시뮬 이션 구조를 제안한다. 
한 모델과 코드가 분산하여 존재하므로 시스템의 진 인 개발이 가능하다.

1. 서론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등의 스마트기기가 발 함

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 고 있다. 를 들어, 
U-헬스 어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정보시스템을 

연결하여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병들을 방, 진
단,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 사용되고 있는 U-
헬스 어 기기  손목시계형 압계는 분산된 다양한 센

서들로부터 측정되는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송수신되며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토 로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분

석할 수 있는 기기이다[1,2].
이러한 분산시스템에서의 각각의 어 리 이션이 잘 작

동하는지 는 여러 시스템간의 어 리 이션이 연동이 

잘 되는지 등을 시뮬 이션 기법 등을 통해 개발 기단

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뮬 이션은 한 컴

퓨터에서 하나의 모델 시뮬 이션 는 코드 시뮬 이션

을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 실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산 

어 리 이션은 각각의 분산된 모델 단 로 여러 의 컴

퓨터에 시뮬 이션할 수 있다. 각 단  모델별 시뮬 이션

을 개발함으로써 체 시뮬 이션 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

으며 각 모델별 시뮬 이션 한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은 

모델링 에서도 여러 가지 장 이 있다. 복잡한 시스템

의 시뮬 이션을 구 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모듈화를 

통해 각각의 컴퓨 에서 각 단  모델의 시뮬 이션 구

이 가능하다.

단  모델간의 시뮬 이션은 모델기반 시뮬 이션 는 

코드기반 시뮬 이션으로 구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체 시스템의 시뮬 이션은 모델기반 시뮬 이션이 먼  

수행되며 이 시뮬 이션이 잘 동작하면 각 모델 단 의 

구 이 시작되고 모든 단  모델의 구 이 끝이 난 후, 코

드기반 시뮬 이션이 수행된다. 이 때, 코드기반 시뮬 이

션은 각 단  모델이 모두 구 되지 않는다면 체 시스

템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체 시스템

의 모든 모델이 구 되지 않아도 구 된 모델과 구 인 

모델의 코드를 연동하여 시뮬 이션 하는 모델-코드 연동

시뮬 이션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분산 컴퓨

 환경의 장 을 살려 체 시스템에 해 각 모델별 

Plug&Play(P&P)가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려고 한다.

2. 련연구

2.1 모델기반 시뮬 이션

   하나의 어 리 이션은 하나의 모델을 시뮬 이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여러 개의 분산된 어 리 이션

은 하나의 모델로 시뮬 이션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델링 에서는 여러 개의 모델로 모델링하는 

것이 합하다.

이처럼 분산된 모델들을 시뮬 이션하는 것은 각각의 

부 모델(sub model)들을 사용하여 하나의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객체-지향 개념을 사용하면 각각의 모델들은 메

시지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각각의 

부 모델들이 여러 컴퓨터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는 

하나에 컴퓨터에 존재하는 부 모델의 개수에 계없이 시

뮬 이션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며 정보의 흐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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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메시지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모델링은 일반 으로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며 각 상태는 행 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

으며 메시지의 형태로 상태간 는 모델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모델링은 컴포 트 단 로 이루

어지며 하나의 컴포 트는 하나 이상의 모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한 한 개 이상의 컴포 트가 모여서 하나 

는 여러 개의 어 리 이션을 시뮬 이션할 수 있다

[3,4,5].

2.2 코드기반 시뮬 이션

   모델기반 시뮬 이션을 통해 검증이 된 모델들은 실제 

구 이 이루어진다. 분산 어 리 이션의 경우 분산된 모

델들이 동시에 구 이 진행될 수 있다. 코드기반 시뮬 이

션의 주된 목 은 설계된 모델들의 동작, 성능, 신뢰도 등

을 연구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설계된 모델들이 실제 구  

가능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이다. 시뮬 이션하기 해 구

된 코드는 빨리 구 될수록 실제 구 단계에서 쉽게 재

사용할 수 있는 코드일수록 좋은 코드이다.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서 실제 컴포 트 역할을 

체 하는 기능을 가진 가상의 컴포 트는 더미(Dummy), 

스텁(Stub) 등으로 구 된다. 더미는 보통 값 달을 한 

간단한 인터페이스의 형태를 보이며 스텁은 인터페이스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스템이 가지는 기능을 어느 정

도 수행하는 컴포 트이다. 이와 같은 가상의 컴포 트의 

구  범   구 정도에 따라 시뮬 이션이 규모  정

도가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코드 한 모델과 같이 

컴포 트 단 이며 더미와 스텁을 다루며 해당 시뮬 이

션 단 는 메서드단 로 이루어진다.

코드기반 시뮬 이션이 수행되기 해서는 어 리 이

션을 구성하고 있는 컴포 트들이 모두 구 되어 있어야 

한다. 일부 모델이 구 되어 있지 않거나 구 이라면 코

드기반 시뮬 이션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시뮬 이션 기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6].

3.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 기법

3.1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의 체구조

   본 장에서는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 구조

를 제안한다.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시뮬 이션은 한 개 

이상의 컴포 트와 시뮬 이터 합성기(Simulator 

Composer)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시뮬 이터 합성기는 

각 컴퓨  단 에서 독립 으로 구 된 여러 개의 컴포

트를 통합하고 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 시뮬 이터 합

성기와 코드 어 터(Code adapter)를 통해 컴포 트는 

체 시스템에서 P&P가 가능하다.

컴포 트간 커뮤니 이션은 기본 으로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뮬 이터 합성기 내부에 

존재하는 메시지 핸들러(Message Handler)를 통해 리

되며 이를 통해 컴포 트간 커뮤니 이션 비용을 일 수 

있다. 한 연동기(Synchronizer)는 컴포 트간 동기화를 

가능하게 해 다. 분산 컴퓨  환경에서 시뮬 이션 구조

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산 컴퓨  환경에서 시뮬 이션의 구조

컴포 트 모델이 실제 구 이 끝나야지만 코드 시뮬

이션을 할 수 있다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시뮬 이터 

합성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통해 모델은 직 으로 메시

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코드는 코드 어 터의 도움을 받

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코드 어 터

가 메서드와 메시지의 상호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며 3.2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각 컴포 트는 독립 으로 

개발  시뮬 이션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P&P가 가능하게 된다. 유연한 P&P가 가능함에 따

라 각 컴퓨  단 에서 동시에 여러 컴포 트 개발  변

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뮬 이션의 진 인 기능 확

장도 가능하다.

3.2 모델  코드 연동시뮬 이션 기법

   분산 컴퓨  환경에서 모델간 시뮬 이션 는 코드간 

시뮬 이션은 시뮬 이터 합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하지

만 컴포 트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P&P 비용이 추가 으로 발생한다. 한 컴포 트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 이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비용을 이기 해 시뮬 이터 합성기가 필요하다. 

한 시뮬 이터 합성기는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 시 두 

컴포 트간 커뮤니 이션을 해서도 필요하다. 본 장에서

는 시뮬 이터 합성기를 통한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 

기법을 제안한다.

분산 컴퓨  환경에서 모델  코드 연동시뮬 이션을 

하기 해서는 코드 어 터가 필요하며 그 구조는 그림 2

와 같다. 코드 어 터는 메서드 변환 테이블(Method 

Mapping Table)과 메시지 변환 테이블(Message Mapping 

Table)이 있으며 각 테이블은 메서드를 메시지로, 메시지

를 메서드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단, 두 테이블에 매핑

된 메시지와 메서드는 기본 으로 일 일 응 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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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일 일 응 계일 필요는 없다. 를 들어, 하나의 

메서드는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메시지가 모여 하나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컴포 트간 동기화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

다.

그림 2. 코드 어 터의 구조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은 

기본 으로 모델기반 시뮬 이션에서 출발한다. 각 모델간 

시뮬 이션이 이루어진 후에 각 모델은 실제 시뮬 이션 

코드로 구 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 컴퓨  단 에서 개

발자들은 자신이 개발한 코드와 다른 컴포 트(모델 는 

코드)와의 시뮬 이션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델-코드 연동

시뮬 이션은 모델기반 시뮬 이션에 그 기 를 두고 있

기 때문에 컴포 트간 커뮤니 이션은 메시지로 이루어진

다. 

코드간 시뮬 이션은 코드 단 ( 는 메서드 단 )의 

시뮬 이션이 가능하지만 모델과 코드간 시뮬 이션은 메

시지 핸들러만으로 시뮬 이션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모

델은 메시지 단 , 코드는 메서드 단 로 동작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코드 어 터가 메시지와 메서드의 상호변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시뮬 이터 합성기 입장에서는 모델과 코

드를 각각 독립된 하나의 컴포 트로 볼 수 있다.

3.3 모델과 코드간의 메시지 달 순차도

   모델-코드 연동시뮬 이션에서 모델 시뮬 이터와 코

드 시뮬 이터간의 메시지 달은 시뮬 이터 합성기와 

코드 어 터가 담당한다. 시뮬 이터 합성기는 모델 시뮬

이터 는 코드 어 터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동기화 정

보 등을 추가하여 다른 시뮬 이터로 달할 메시지를 생

성하며 메시지 핸들러는 생성된 메시지를 모델 시뮬 이

터 는 코드 어 터로 메시지를 달한다.

모델로부터 코드로 메시지를 달하는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모델 시뮬 이터에서 시뮬 이터 합성기로 메시지가 

보내지며 시뮬 이터 합성기는 그 메시지에 시뮬 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한다. 생성

된 메시지는 메시지 핸들러로 달되며 연동기를 통해 모

델-모델, 코드-코드, 모델-코드간 동기화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메시지는 코드 어 터로 달된다. 달된 메시

지는 메시지 변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메서드로 변환되며 

변환된 메서드 정보는 코드 시뮬 이터로 보내지며 이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실행된다.

그림 3. 모델로부터 코드로 메시지 달 순차도

코드로부터 모델로 메시지를 달하는 과정은 그림 4와 

같다. 모델로부터 코드로 메시지를 달하는 과정과 유사

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코드 시뮬 이터에서 어떤 메서

드가 수행이 되고 보낼 모델 시뮬 이터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코드 시뮬 이터에서 메서드 정보를 코드 어 터로 

보낸다. 코드 어 터는 메서드 변환 테이블을 참조하여 메

시지로 변환되며 변환된 메시지는 시뮬 이터 합성기로 

달된다. 시뮬 이터 합성기는 시뮬 이션에 필요한 정보

를 추가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생성하고 메시지 핸들러에

게 달한다. 달된 메시지는 연동기를 통해 동기화 여부 

확인이 이루어진 후 모델 시뮬 이터로 보내진다.

그림 4. 코드로부터 모델로 메시지 달 순차도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분산 컴퓨  환경에서의 모델  코드 

연동시뮬 이션 기법에 하여 연구하 으며 그 구조를 

제안하 다. 각 컴포 트는 서로 독립 인 시뮬 이션이 

가능하며 시뮬 이터 합성기를 통해 커뮤니 이션이 이루

어진다. 제안된 기법은 모델간 시뮬 이션, 코드간 시뮬

이션 한 가능하며 분산 컴퓨  환경을 통해 동시 개발 

 시뮬 이션이 가능한 기법이다.

분산 컴퓨  환경에서 모델-코드 시뮬 이션이 가능해

짐으로써 모델과 코드가 분산되어 존재하므로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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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인 개발이 가능하다. 한 시스템의 모든 모델을 구

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다면 특정 모델만을 구 하여 시

뮬 이션할 수도 있다.

향후 연구로는 동일 컴포 트에 한 모델과 코드가 동

시에 존재할 때, 시뮬 이션 시 모델과 코드가 동기화될 

수 있는 동시시뮬 이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SW.컴퓨 )의 일환으로 수

행하 으며 [10041145, 자율군집을 지원하는 웰빙형 정보

기기 내장 소 트웨어 랫폼 개발] 한 정보통신산업진

흥원의 IT융합 고 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음 (NIPA-2013-H0401-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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