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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 Hybrid system
– 이산 행위와 연속 행위가 서로 긴밀하게 반응하는 시스템
– 의료, 항공,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 Hybrid system 모델링 기법
– 정형 검증 목적 기법 - high-level 모델링, 비결정적(non-deterministic) 행위

 Timed automata, (Linear) Hybrid automata …
– 시뮬레이션 목적 기법 - low-level 모델링, 결정적(deterministic) 행위

 Discrete Event & Differential Equation Specified System (DEV&DESS) formalism, Hybrid 
state transition, Simulink … 

 시뮬레이션 목적 기법만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분석할 경우, 
안전 요구사항과 같은 중요 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

 두 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할 경우, 
시간‧비용적 문제와 두 모델 사이의 검증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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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 시뮬레이션 목적 기법인 DEV&DESS 모델을 (Linear) Hybrid 
Automata로 변환,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여 모델의 중요 속성 검증
–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시간, 비용 절감
– 기 개발된 정형 검증 도구 활용 가능
– 두 모델 사이의 검증 작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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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 모델 변환 전제 조건 및 모델 변환 규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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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 모델 변환 전제 조건 및 모델 변환 규칙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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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disr, Xcont, Ydiscr, Ycont, Sdiscr, Scont에 대응되는 variable set X 생성 및 e, σ 추가
2. Discrete input automata(DIA) 생성
3. DEV&DESS model의 phase에 1:1로 대응되는 state(control mode) set V 생성

및 flow condition function 생성
1. e, σ에 대한 invariant condition 추가
2. e에 대한 flow condition (de = 1) 추가

4. δint(state event) 및 λdiscr 변환
5. δext 변환
6. δint(time event) 및 λdiscr 변환
7. initial condition 변환



연구 진행 상황

• 모델 변환 전제 조건 및 모델 변환 규칙 수립

• 예제 모델을 통한 변환 유효성 및 효과 확인 (HyTech 사용)
※ HyTech
– Hybrid Automata의 제약 클래스인 Linear Hybrid Automata를 입력으로

모델의 reachable state를 탐색
–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 안전 요구사항 정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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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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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 모델 변환 전제 조건 및 모델 변환 규칙 수립

• 예제 모델을 통한 변환 유효성 및 효과 확인 (HyTech 사용)

• HyTech 도구 입력 자동 변환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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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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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상황

• 모델 변환 전제 조건 및 모델 변환 규칙 수립

• 예제 모델을 통한 변환 유효성 및 효과 확인

• HyTech 도구 입력 자동 변환 도구 개발

• 현재 변환 규칙 정형화 및 논문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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