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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실시간 통신 분산 컴퓨 은 최근에 컴퓨터 응용분야의 하나로서 컴퓨터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 분야이다. 실시간 객체 지향 분산 컴퓨 은 분산된 컴퓨터 시스템에서 객

체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된 실시간 분산 컴퓨 이다. 

본 논문에서는 TMO 구조를 이용하여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 로그래 을 하기 해 DHS(Distributed  

High-Precision Simulation)라는 응용 환경에 용하 다. TMO 구조에서 사용되는 시간 구동  메시지 구동 

구조는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데드라인 시간을 보장함으로서 실시간 시뮬 이션 로그래머의 노

력을 일 수 있는 이 을 가지고 있다. 데드라인 시간 보장은 로그래머의 설계 시간을 처음 객체부터 

용하여 보장함으로서 형성될 수 있다. 분산된 객체지향 실시간 통신 시스템에서 TMO 구조를 이용한 다단계 

로그래  설계를 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로그래 을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다.

ABSTRACT

One of the computer application fields which started showing noticeable new growth trends in recent years is the real time 

communication distributed computing application field. Object -oriented(OO) real time(RT) distributed computing is a form of 

real-time distributed computing realized with a distributed computer system structured  in the form of an object network.

In this paper, we describes the application environment as the DHS (distributed high-precision simulation) with TMO structure. 

The TMO scheme is aimed for enabling a great reduction of the designer's effort in guaranteeing timely service capabilities of 

distributed computing application systems. It has been formulated from the beginning with the objective of enabling design-time 

guaranteeing of timely action. In the real time simulation techniques based on TMO object modeling, we have observed several 

advantages to the TMO structuring scheme. TMO object modeling has a strong traceability between requirement specification and 

design, cost-effective high-coverage validation, autonomous subsystems, easy maintenance and flexible framework for requirement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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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990년  반부터 시작된 기존의 실시간 통신 컴

퓨  시스템과 련된 연구는 개 태스크, 스 링

이나 시간 모델에 련된 것으로서, 시간성 검증에 

한 이론 인 연구에 치우쳐 실제 시스템 개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1]. 한 많은 실시간 통신 컴퓨

 시스템들이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태스크들 사

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실시간 

통신시스템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 시키지 

못하고 있다[2][3].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에서는 기본 병행성 제약 사

항을 두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객체에 해 메시지 

구동 메소드 실행 시간과 시간 구동 메소드의 실행 

시간이 충돌하는 경우에 시간 구동 메소드에 우선권

을 다. 이는 시간 구동 메소드의 실행 시간을 보장

함으로써 실시간 통신시스템 설계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 은 가지고 있으나 시간 구동 메소드보다 

긴 한 메시지 구동 메소드의 모델링이 어려워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4][5]. 그러므로 이러한 단 을 해

결하기 해 실시간 통신 특성에 따른 시간 구동 메

소드와 서비스 메시지 구동 메소드가 기본 병행성 제

약 사항을 따르지 않고 동시성을 만족하면서 객체에 

유연하게 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실시간 통신 시뮬

이터 클럭을 응용한 TMO 구조를 이용하여 제안된 

통합된 모델에 시간 구동 메소드와 메시지 구동 메소

드를 용함으로서 객체지향 개념과 실시간 통신 특

성들을 모델링하고 기존의 실시간 통신 객체 시스템

이 가지고 있는 마감종료 시간 이내에 서비스 메시지

를 제공함으로서 실시간성의 특성을 반 하고자 한다.

Ⅱ.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

2.1 분산된 객체 노드사이의 서비스 보장

분산된 객체 노드의 시뮬 이터 클럭에 시간 구동 

개념을 용한 근방식은 다른 분산 시뮬 이션 

근 방식보다는 요한 장 을 가지고 있다. 이는 호

스트 노드들 사이의 메시지 교환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는 가정하에서 분산된 시간 구동 시뮬 이션 객

체가 각각의 분산된 시뮬 이터 클럭 객체에 의해 

실행된 시뮬 이션 과정들이 모두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 은 분산된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 환경에서 각각의 실시간 통신 객체 노드에 부

여된 과 한 부하를 일 수 있다. 그러나 분산된 객

체 노드에 시간 구동을 용한 시뮬 이션 근 방

식은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

동에 의해 생성되는 시뮬 이션 결과인 메시지 교환

에 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

동안에 메시지의 교환을 보장하기 해서 시뮬 이

션 시간 간격을 충분히 크게 함으로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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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클라이언트 객체의 데드라인에 한 
서버객체의 서비스 시간 보장

Fig. 2-1 Service time guarantee of Client object 
deadline vs server object

그림 2-1은 분산된 컴퓨  객체로 구성된 실시간 

통신 요소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Server) 객체 사이의 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클라이언트 

객체 노드의 간에서 실행되고 있는 Method 1은 서

버객체의 Method 7을 통해 서비스가 호출되며, 호출

된 서버객체의 서비스 실행은 임의의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루어지고, 클라이언트 객체는 데드라인 시간 

이내에 서버 객체로부터 실행된 서비스 결과를 획득

한다. 그러므로 실시간 통신 시스템 설계자는 서버 객

체로부터 실행된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객체의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 서버 객체 시스템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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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는 무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제 으로 실시간 통신시스템은 서버 객체 노드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해서 필요한 시간과 다른 실시

간 통신 객체 노드들 간의 메소드 통신에 소요되는 

시간의 합은 서버 객체 노드의 서비스 보장 시간에 

실질 으로 분산된 실시간 통신 객체 노드들 간의 통

신에 부여되는 최  송 시간의 합보다는 어야 한

다. 이는 다시 클라이언트 객체가 서버 객체에 한 

요구된 서비스 결과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소요되

는 데드라인 시간보다도 어야 한다.

2.2 실시간 통신 TMO 구조

에서 언 된 시간 구동 개념을 토 로 객체 지향 

실시간 통신 분산 로그래  구조를 구체 으로 나

타내기 해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에 한 구조를 

일반 인 형태의 구조로 모델링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델링은 분산된 실시간 통신 객체와 비실시

간 객체를 포함하여야 하고, 메시지 구동과 시간구동

을 모든 객체 구조 형태에 용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로그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림 2-2 실시간 통신 TMO 구조
Fig. 2-2 Structure of TMO of Real time 

Communication

그림 2-2는 실시간 통신 객체 지향 방식을 이용하

는 시간 구동과 메시지 구동 방식의 TMO 구조를 나

타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3][6]. 

ODSS(Object-Data-Store section)은 객체 데이터

의 장 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한 객체들의 데이터 멤버이다. 

데이터 멤버는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송수신된 메시

지의 결과를 통해 갱신된다.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시지 송신은 다른 객체 노드의 SpM 메소드 는 

SvM 메소드 역으로 통신 가능하며, 이는 서비스 

요구를 호출한 후 돌아온 결과 메시지를 계산함으로 

이루어진다.

SpM(Service Spontaneous Method Section)은 자

동 인 시간 측정을 한 메소드 역으로서 외부 클

라이언트와 서버 객체 노드의 통신에 의해 자동 인 

시간 측정을 한 역이다. 

SvM(Service Message Mothod section)은 TMO 

역에 속해있는 객체 멤버들의 갱신 상태를 다른 객

체 노드 SpM 메소드 역이나 SvM 메소드 역에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분산된 객체 노드간의 동시성

을 만족함과 동시에 설정된 데드라인 시간내에 서비

스 메시지의 송수신이 완료된다.

EAC(Environment Access-Capability section)은 

다른 객체와의 효율 인 호출경로를 설정해주거나 

는 입출력 장치의 인터페이스 설정 역이다.

실시간 통신 스 링 상은 TMO 구조의 실시간 

통신 특성에 따라 스 링 클래스로 나 어지고, 실

시간 통신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비스 메시지 구동 

메소드를 제공함으로서 실시간 통신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한 TMO 구조는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에

서 이용된 기본 병행성 제약을 따르지 않고 서비스 

메시지 메소드 구동에 따라 실시간 통신 객체들을 유

연하게 용할 수 있다.

TMO 구조에서 나타난 실시간 통신 메소드는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비스 메시지 구동 메소드로 나 다. 

시간 구동 메소드는 매 주기마다 능동 으로 동작하

며, 다른 분산 노드 TMO의 실시간 통신 메소드에 의

해 호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시간 구동 메소드에 인

자를 달하기 해서는 객체 내의 자료를 통해서 간

으로 달하거나  시간 구동 메소드가 능동 으

로 서비스 메시지 메소드를 호출하여 인자를 얻는다. 

서비스 메시지 메소드는 실시간 통신 메소드의 호출

에 의해서 수동 으로 동작되며 실시간 통신 객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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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메시지 달은 일반 객체 모델과 마찬가지로 서

비스 메소드 호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Ⅲ. 시간 구동 메소드의 시간동작

시간 구동 메소드에 의해 구동된 시간 제약은 설계 

시간 동안에 구체 으로 설정하기 해서 시간 구동 

메소드 역의 첫 번째 실행 구문에 표 되도록 한다. 

그림 3-1은 시간 구동 메소드에서 수행되는 시간 제

약 사항을 자동 동작 조건식으로 표 한 것이다.

"for t = from 10am to 10:50am every 30min

start-during (t, t+5min) finish-by t+10min"

which has the same effect as

"start-during (10am, 10:05am)

finish-by 10:10am",

"start-during (10:30am, 10:35am)

finish-by 10:40am"

그림 3-1 시간 구동 메소드의 자동 동작 조건 표 식
Fig. 3-1 Autonomous activation condition Expression of 

time triggered method

그림 3-1에서 나타낸 표 식은 실시간 시뮬 이션 

동작 시간이 오  10시부터 시작되어 매 30분을 주기

로 하여 오  10시 50분까지 실행이 완료된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즉 첫 번째 시뮬 이션 동작 시작 시

간이 오  10시에서 10시 5분 이내의 어느 시각에서

나 가능하고 반드시 오  10시 10분에 끝마쳐야 함을 

의미한다. 한 다음 두 번째 시뮬 이션 실행 시간은 

주기를 30분으로 설정하 기 때문에 오  10시 30분

에서 35분 이내의 어느 시각에서나 시작은 가능하고 

반드시 10시 40분에 실행을 완료 하여야 한다.

시간 구동 메소드에 한 자동 동작 조건 역은 

실제로 구동된 시간을 정하지 않고 단지 구동된 시간

을 후보로 포함시킨다. 이는 자동 동작 역에서 나타

나는 구동된 시간 후보군 에 동 으로 선정되기 때

문이다. 객체내의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간 구

동을 동 으로 설정하는 것은 시간 구동 메소드의 특

정 실행 시간 내에 서비스를 요구할 때만 발생한다. 

실제로 구동된 자동 동작 조건 후보군은 각각의 시간 

구동 메소드의 이름을 갖는다. TMO 구조를 갖는 실

시간 통신 컴퓨터 시스템들은 항상 분산된 네트워크

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각의 실시간 통신 

시뮬 이터의 설계자는 객체의 서비스 능력에 한 

시간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시간 시뮬 이션 설

계자는 보장된 실행 시간 도우내에 각각의 서비스 

메소드에 한 출력 결과를 산출하고, 각각의 시간 구

동 메소드는 서비스 메소드로부터 서비스 실행을 요

구하며, 서비스 메소드에 한 완료 시간을 보장하도

록 서비스 메소드의 명세서에 나타낸다. 각각의 서비

스 메소드에 한 차는 클라이언트 객체 설계자들

에게 통보되며, 서버 객체 설계자는 각각의 클라이언

트 객체에 한 실행 엔진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간 

도우 명세서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서버 객체는 각

각의 클라이언트 객체의 출력 동작이 시간 도우 내

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서비스 메소드를 실행한다. 

기본 인 동시성 제약이 시뮬 이션 설계자에게 부과

된 부담을 일 수 있다. 

Ⅳ.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 로그래  구

4.1 TMO로 구 한 DHS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 로그래 을 하기 해 

TMO 구조를 이용하여 DHS(Distributed High-Prec-

ision Simulation)라는 응용 환경에 용하 다. 그림 

4-1은 TMO 구조를 이용하여 DHS를 나타낸 것으로

서 객체 데이터 맴버들은 각 호없이 이루어지며, 

DHS에서 유지되고 있는 정보는 객체 데이터 장

역내에 객체 멤버에 한 정보를 나타낸다. 객체 데이

터 장 역은 다음 세 가지 환경 구성 요소에 한 

상태를 나타내는 객체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다.

 

▸ Flying Airplane Group Container Information 

(Environment)

▸ Flying Object Tracking Information (Reporter)

▸ DHS Space(Sky and Land)



한국 자통신학회논문지 제1권 제1호

24

DHS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 데이터 멤버는 SpM을 

이용하여 주기 으로 정보를 갱신한다. DHS TMO내

의 SpM은 계속해서 동작하고 각각 그들의 실행을 순

간 으로 완료한다. 그러므로 SpM 역은 객체 멤버

의 상태 변화를 계속 으로 나타내고, 이는 DHS 환

경 구성 요소인 ODSS 세그먼트 부분의 객체 멤버 데

이터를 계속 으로 SpM 역을 참조하여 주기 으로 

갱신된다. 한 다  SpM 역은 응용 환경 구성 요

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병렬 인 특성을 지속 으로 

나타내기 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동작될 수 

있다.

그림 4-1 DHS에 한 TMO 명세서
Fig. 4-1 High-Level Specification of the DHS TMO

4.2 분산된 다 노드에서 실시간 제어 차

DHS에서 컴퓨터를 토 로 한 제어 시스템을 어떻

게 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제어 시스템의 비행체 추

 기능은 사용되어지는 논리 인 알고리즘의 이론에 

의해 결정되며, DHS의 시뮬 이션 환경에서는 

Reporter와 같은 하나의 제어 시스템 명세서를 구체

으로 작성함으로서 실시간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2은 Reporter 제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함으로서 발생하는 Reporter의 출력에 

한 다른 TMO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과의 처리과정

을 단순 명세서로 표 한 것이다. 그림 4-2의 단순 명

세서는 그림 4-1에서 나타낸 명세서보다 구체 으로 

추  명세서를 나타내었다. 

그림 4-2 Reporter 제어 시스템의 단순 명세서
Fig. 4-2 Simple Specification of Reporter Control 

System 

그림 4-3는 Reporter 제어 컴퓨터 시스템의 상세 

명세서를 나타낸 것으로서 Reporter 제어 컴퓨터 시스

템은 시간 구동 메소드에 한 자동 동작 조건을 가

지고 있고, 각각의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비스 메시지 

메소드에 한 입력과 출력 차를 가지고 있으며,  

한 서비스 메소드에 한 기 조건도 나타내고 있

다. 메소드에 한 입력 차는 호출 변수 는 객체 

데이터 장 역과 입력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

를 나타내며, 외부 클라이언트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

비스 메소드로부터 입력되는 실행 시간 동안의 데이

터를 생성하는 동작 이다. 

Reporter 제어 컴퓨터 시스템의 출력 명세서에서 

나타낸 사항을 보면 데이터를 다른 객체 TMO 구조 

는 출력 장치에 보내기도 하며, 객체 데이터 장 

역 속으로 장 한다. 서비스 메소드에 한 기화 

과정은 서비스 메소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호출된 후

에 기화시킴으로서 동시성을 만족한다. 

실시간 통신을 필요로 하는 분산된 객체 노드에 

TMO 구조를 이용하여 객체 노드간의 실시간 통신 

메소드를 SpM 역과 SvM 역으로 명확하게 분리

하여 용함으로서 실시간 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서 비행체 추 시간을 일 수 있었으며, 한 T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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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서 이용되는 시간 구동  메시지 구동 메소드

는 충분한 실시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데드

라인을 보장함으로서 데드라인 시간을 설정하기 한 

실시간 통신 시뮬 이션에 의해 비행체 추  시간을 

일 수 있었다. 분산된 객체 지향 실시간 통신시스템

에서 TMO 구조를 이용한 다단계 로그래  설계는 

객체에 요구된 단순 차, 상세 차에 따라 실시간 

로그래 을 유연하고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그림 4-3 Reporter 제어 컴퓨터 시스템의 상세 명세서
Fig. 4-3 Detailed design Specification of Reporter 

Control Computer System

Ⅴ. 결 론

실시간 통신에 의한 이동체 추  시스템에서는 계

산 결과, 논리  정확성의 결과가 산출되는 추 시간

의 정확성을 요구한다. 만일 시스템이 시간 제약 조건

을 만족하지 못하면, 시스템 실패가 발생한 것으로 간

주하며, 한 실시간 통신시스템은 정확히 수행할 뿐 

아니라 외부의 비동기 인 사건에 하여 주어진 시

간 안에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실시간 통신 

특성들을 포함하면서 시간 구동 메소드와 서비스 메

시지 메소드 객체에 새로운 객체지향 로그래  기

법을 이용한 TMO 구조에서 추  로그래 을 하나

의 통합된 실시간 통신에서 이동체 추 에 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실시간 통신 객체 모델은 시스템 

복잡도의 증가에 따라 객체지향 요소, 실시간 통신 요

소, 신뢰성 요소 등을 용한 실시간 통신시스템의 다

양한 요구사항을 잘 반 할 수 있는 실시간 통신시스

템 모델과 실시간 통신시스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통합된 개발환경을 연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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