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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실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모델을 의미하

며, 제조, 전력, 항공,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의 특징은 IoT 센서들

을 통해서 수집된 실제 시스템에 대한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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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representative concep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where everything is digitized, digital
twin means analyzing and optimizing a complex system using a simulation model synchronized with
the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urban
railways in Busan. Due to the geopolitical nature of Busan, where there are many mountains and narrow
roads, the railways are more useful than other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this inversely results in
a high level of congestion, which is an inconvenience to citizens and may be fatal to the spread of the
virus, such as COVID19.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roposed model analyzes the congestion
level of the railways in Busan. The model is developed based on a mathematical formalism called
discrete-event system specification and deduces the congestion level and the average waiting time of
passengers depending on the train schedule. In addition, a new schedule to reduce the congestion level
is derived through particle swarm optimization, which helps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railways.
Although the model is developed for the railways in Busan, it can also be used for railways in other
cities where a high level of congestion is a problem.

Key words: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Discrete-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 Optimization,
Swam Intelligence.

※ Corresponding Author : Seon Han Choi, Address:
(48513) Yongso-ro 680, Nam-gu, Busan, Korea, TEL :
+82-51-629-6240, FAX : +82-51-629-6230, E-mail : shchoi
@pknu.ac.kr
Receipt date : Sep. 18, 2020, Revision date : Oct. 4, 2020
Approval date : Oct. 6, 2020
††Dep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shchoi@pknu.ac.kr)

††Dept. of IT Convergence and Application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pjchoi@pknu.ac.kr)

††††Dept. of Computer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chang@pknu.ac.kr)

††††Dept. of Systems Management and E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 jihwan@pkn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in part by th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Research Fund
(2020) and in part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
istry of Science and ICT) under Grant 2019R1G1A10
98951.



1271부산광역시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과 끊임없는 동기화를 유지한

다. 그리고 동기화된 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실제 시스템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으로 제어하

며, 미래에 발생할 고장 등을 예측한다[1]. Fig. 1은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나타낸다.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시스템

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3].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

하는 방법은 크게 전통적인 모델링 시뮬레이션

(M&S: Modeling and simulation) 방법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계학습 방법이 있

다. M&S 방법은 시스템 사이언스 적인 접근 방식으

로 대상 시스템의 동작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여 수학 

방정식 또는 논리적 알고리즘 형태의 추상화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표현한다. 반면에, 기계

학습 방법은 대상의 입력과 출력에 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등을 통하여 

학습하여 입력과 출력 간의 연관관계(Correlation)를 

표현한다. 최근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

계학습 방법은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입출력 데이터

가 있는 경우, 대상 시스템의 동작 원리나 지식을 알

지 못하더라도 시스템의 특성을 잘 반영한 높은 신뢰

도(Fidelity)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전에 학습한 데이터가 적용되지 않는, 즉 시스템의 

구성 또는 운용 법칙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M&S 방법의 경우 데이터를 확

보하기 어렵더라도, 대상 시스템의 특성과 동작 원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기계학습을 통해 개발된 데이터 기반

의 모델과 달리 시스템의 구성 또는 운용 법칙이 변

경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도 검

증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2]. Table 1은 두 

방법에 대한 요약을 나타낸다. 최근 높은 신뢰도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장단점을 가진 M&S 방법과 기계학습 방

법을 융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4].

디지털 트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시스템 중에서,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시스템

에 주목한다. 도시철도 시스템은 도로 교통 혼잡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었을 때 그 운용과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까지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시뮬

레이션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이들 시뮬레이션 모델

은 그 활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Koutsop-

oulos and Wang[5], Wu et al.[6]은 도시철도의 환승 

시간을 최적화하고 동기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

델을 개발하였다. Schmaranzer et al.[7]은 이탈리아 

베니스(Venice)의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의사 결

정 및 관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가 도시철도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 집중하

였다면, 도시철도의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위

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한 연구들도 있었다. Shev-

lyugin et al.[8]은 도시철도의 견인 동력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였으며, Zuo et al.[9]은 

에어 브레이킹(Air braking)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

이션 모델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Yang et al.[10]

은 도시철도 개찰구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

Fig. 1. Concept of digital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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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Chen et al.[11]은 도시철도

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피 상황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을 개발한다. 부산의 경우 현재 김해경전철까지 포함

하여 6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산이 많고 도로가 

좁은 부산의 특성상 도시철도 시스템은 버스 등의 

다른 대중교통 수단보다 그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 높은 활용도는 역설적으로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

의 높은 혼잡도를 유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다. 특히, 이 높은 혼잡도는 최근 유발된 코로나19

(COVID19) 바이러스의 확산에 치명적이다. 기존의 

도시철도 운영에 관해서 연구된 모델들의 경우 승객

의 대기 시간, 환승 시간, 기차 지연 등에 대한 분석 

목적(Objective)을 가지고 있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혼잡도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이산 사

건 시스템(Discrete-event system)을 효과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수학적 형식론(Formalism)인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12]에 기반하여 

개발된다. 개발된 디지털 트윈 모델은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의 역별 승하차 인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도시철도 시스템의 차량 운용, 혼잡도, 승객 대

기 시간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입자 군집 최적화

(Particle swarm optimization)[13] 기법을 통해서 혼

잡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차량 배차 계획을 도출

하여 실제 도시철도 시스템의 배차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본 모델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지만, 혼잡도가 문제가 되는 다른 

도시의 도시철도 시스템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DEV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3장에서 개발한 시뮬레

이션 모델을 제시한다. 4장에서 이를 활용한 실험 결

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이산사건 시스템 명세(DEV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입력, 출력, 그리고 시스템의 

상태로 표현될 수 있다. 시스템의 상태는 시각 t에서 

시스템의 출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이산값 또는 연속값(즉, 실수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태 정보는 이전 시각의 상태와 입력, 또

는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구동계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는 입력, 자동차의 속도가 출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속도를 결정하는 엔진의 회전수는 시스템의 연속적

인 상태, 기어의 단 수는 이산적인 상태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상태 변수들은 입력에 따라서, 또 이전 시각

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만, 입력이 없는 경우에 (즉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Table 1. Comparison between classical modeling & simulation and machine learning methods for developing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2] 

Modeling and Simulation method Machine learning method

Represention
aspect

∙ Represent causalities between input and
output variables based on the operational
principles and knowledge of the system.

∙ Define correlations between input and
output variabl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of the system.

Applicable case
∙ The clear operational principles and
knowledge of the system can be secured.

∙ A plenty of input and output data can be
collected through operating the system.

Modeling
methods

∙ Discrete-event system specification,
Differential equation, etc.

∙ Statistical learning, Deep learning, etc.

Strengths

∙ Applicable when collecting data is
impossible.

∙ The existing model can be used when a
structure or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system are changed.

∙ A high-fidelity model can be obtained if
good quality data is sufficient.

∙ Applicable if the system is a black box.
∙ Relatively fast execution speed.

Limitations
∙ Validation problem of model.
∙ Relatively slow execution speed.

∙ The existing model (i.e., already learned
network) may not be used when a
structure or operational principle of the
system ar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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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그리고 상태는 시간에 따

른 연속 또는 이산적인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4가지 시스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교통, 생산, 물류, 로봇, 군사 등 다양한 분야

에 존재하는 이산사건 시스템은 시스템의 상태를 모

두 이산적인 값으로 표현하고,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이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값이 아닌, 특정 시점에 발

생하는 이벤트로 정의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중앙처리장치가 처리하는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 운영체제의 스케줄러(Scheduler)

의 경우 중앙처리장치의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이벤

트가 발생하면 그 시점의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고려

하여 다음 작업을 할당하므로, 이산사건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이산사건 시스템의 특징은 

이벤트와 이벤트가 발생하는 사이의 시간에 일어나

는 연속적인 변화를 무시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센서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전류(또는 전압)의 변

화를 모두 서버에 전송하는 것이 아닌, 특정 값 이상

일 때, 즉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만 메시지를 서버

에 전달한다면 한정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DEVS는 수학적 집합론에 기반한 모델링 언어로

서, 이산사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

며, 다양한 분야의 국방, 교통, 재난대피 등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14-17]. 이러한 

표준화된 언어를 통하여 모델링할 경우 개발된 모델

의 검증이 용이하며, 향후 모델의 개선이 쉽게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이 다양한 하위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DEVS도 

각 하위 구성 요소를 표현하기 위한 원자(Atomic)

모델과, 이 원자 모델들의 결합을 표현하기 위한 결

합 모델(Coupled) 모델로 이루어진다.

원자 모델의 경우 3개의 집합과 4개의 함수로 구

성 요소를 표현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A set of input events

 : A set of output events

: A set of states

 : External transition function;

×→ , where  ∈ ≤ ≤ and

 is elapsed time after transition.

 : Internal transition function; →

: Output function; →

: Time advance function; →∞


3개의 집합은 입력 이벤트(), 출력 이벤트(), 상

태 집합()이며, 4개의 함수는 내부 상태 천이 함수

(), 외부 상태 천이 함수( ), 출력 함수(), 시간 

전진 함수()이다. 입력 이벤트 집합은 이 원자 모델

에 입력될 수 있는 모든 입력 이벤트의 집합이며, 출

력 이벤트 집합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출력 이벤트

의 집합이다. 상태 집합은 이 원자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의 집합을 나타낸다. 한 시점에서 모

델은 하나의 상태에 있게 되며, 하나의 상태에서 머

물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는 시간 

전진 함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

게 되면, 외부 상태 천이 함수에 의해서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를 결정하게 된고, 이 상태

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시간 전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아무 입력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이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출력 

함수를 통해서 외부로 현재 상태에 대한 출력 이벤트

를 발생시키고, 내부 상태 천이 함수에 의해서 다음 

상태를 결정한다.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이 원자 모델로 표현이 

되면, 이 원자 모델들의 결합을 통해서 시스템을 표

현할 수 있다. 결합 모델은 3개의 집합과 3개의 관계,

그리고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이 결합을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A set of input events; ⊆





 : A set of output events; ⊆
∀



: A set of component models

: External input coupling relation;

⊆×




: External output coupling relation;

⊆


 ×

: Internal coupling relation; ⊆


 ×




: Select function; →

3개의 집합은 입력 이벤트(), 출력 이벤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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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소 모델 집합()이며, 3개의 관계는 외부 입

력 연결 관계(EIC), 외부 출력 연결 관계(EOC), 내부 연

결 관계(IC)이며, 1개의 함수는 선택 함수(SELECT)

이다. 입력 이벤트 및 출력 이벤트 집합은 이 결합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입력과 출력 이벤트의 집

합이며, 결합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모델들의 

입력과 출력 집합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구성 요소 

모델 집합은 결합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하위 모델들

의 집합이며, 이 하위 모델은 원자 모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결합 모델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DEVS는 

시스템의 계층 구조(hierarchy)를 표현할 수 있다. 외

부 입력 연결 관계는 결합 모델의 입력과 내부 모델

들의 입력을 연결하며, 외부 출력 연결 관계는 결합 

모델의 출력과 내부 모델들의 출력을 연결한다. 내부 

연결 관계는 내부 모델들 간의 입출력 연결을 나타낸

다. 선택 함수는 내부 모델들 간의 실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함수이다. 예를 들어서 내부 모델 A, B, C

로 동시에 전달되는(Broadcasting) 입력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세 개의 모델 중에서 어떤 모델의 외부 

천이 함수를 가장 먼저 실행시킬지를 선택 함수가 

결정한다. 모델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 간에 영향

을 주고받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는 경우에도 그 

실행 순서에 따라서 다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 함수가 필요하다.

대상 시스템에 대해서 DEVS를 바탕으로 명세된 

모델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되어서 실행될

수 있으며, DEVS 모델을 쉽게 구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도구들, 예를 들어 DEVSIM++

[18], aDEVS[19], CD++[20], DEVSJAVA[21], xDEVS

[22], PyPDEVS[23] 등이 있다. Risco-Martin et al.

[24]은 이들 도구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DEVS를 바탕으로 도시철도 시스템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모델을 제시한다.

3. TrainSim: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본 논문에서 개발하는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

한 디지털 트윈은 Fig. 2와 같이 구성된다. 실제 도시

철도 시스템으로부터 승하차 정보를 전달받아 시뮬

레이션 모델을 동기화하며, 이 동기화 된 모델은 현

재 차량 배차 계획에 대한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

간을 도출한다. 디지털 트윈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입자 군집 최적화를 통해서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차량 배차 계획을 도출하여 실제 시스템에 

반영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분석 목적

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Fig. 3은 DEVS를 기반으로 개발된 부산 도

시철도 시스템의 차량 배차 계획에 대한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TrainSim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모델은 DEVS 결

합 모델로서 내부에 Line과 Experimental Frame-

work(EF) 두 개의 결합 모델을 하위 모델로 가지고 

있다. 정차역들이 순차적으로 연결된 도시철도 시스

템을 묘사하는 Line은 정차역을 모델링하는 Station

Fig. 2. Overall structure of digital twin system for urban railways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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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모델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차

의 경우 각 Station 모델들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 형

태로 표현된다. EF는 DEVS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

델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을 돕는 모델링 구조로, 배

차 계획에 따라서 기차를 생성하는 Generator 원자 

모델과 모든 기차역을 거치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

으로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분석하는 Trans-

ducer 원자 모델로 구성된다. Line과 EF는 내부 연결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차로 표현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다음은 TrainSim에 대한 DEVS 명세 

이다.

TrainSim 〈      〉
 = 

 = 

 = {Line, EF}

 = 

 = 

 = {(EF.Out_Train, Line.In_Train), (Line.Out_

Train, EF.In_Train)}

({Line, EF}) = EF

TrainSim의 경우 최상위 결합 모델로서 외부로부

터 입력되는 이벤트와 외부에 출력되는 이벤트가 없

으므로 와 가 모두 공집합이다. 내부 모델로 Line

과 EF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모델 간의 연결이 

내부 연결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 즉 EF 내부 모델

(Generator)의 상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출력 이벤

트(EF.Out_Train)는 Line의 입력 이벤트(Line.In_

Train)로 작용하여 Line 내부 모델(Staion #1)의 상

태 변화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Line 내부 모델

(Station #k)의 상태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출력 이벤

트(Line.Out_Train)는 EF의 입력 이벤트(EF.In_

Train)로 작용하여 EF 내부 모델(Transducer)의 상

태를 변화시킨다. 한편, TrainSim의 경우 내부에서 

발생한 이벤트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으므로 외부 입

력 연결 관계 및 외부 출력 연결 관계는 모두 공집합

이다. SELECT 함수는 Line과 EF가 동시에 실행되

어야 할 경우 EF를 먼저 실행하도록 명시한다. 다음

은 Line과 EF 결합 모델들에 대한 DEVS 명세이다.

Line 〈      〉
 = {In_Train}

 = {Out_Train}

 = {Station #1, Station #2, ..., Station #k}

 = {(Line.In_Train, Station #1.Previous_

Station_ Departure)}

 = {(Station #k.Departure, Line.Out_Train)

 = {∀∈:(Station #i.Departure,
Station #i+1.Previous_Station_Departure)}

: priority is given to stations with fast

number.

EF 〈      〉
 = {In_Train}

 = {Out_Train}

 = {Generator, Transducer}

 = {(EF.In_Train, Transducer.End_Train)}

 = {(Generator.Gen_Train, EF.Out_Train)

 = 

({Generator, Transducer}) = Generator

Line과 EF 모두 입력 이벤트로 In_Train, 출력 이

벤트로 Out_Train을 가진다. Line의 경우 외부 입력 

연결 관계에 정의된 대로, Line에 입력된 In_Train

이벤트는 내부의 Station #1 모델의 Previous_

Station_Departure 입력 이벤트로 연결되어 Station

#1 모델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또한, 외부 출력 연결 

관계에 정의된 대로 내부 Station #k 모델에서 발생

한 Departure 이벤트가 Line의 Out_Train 출력 이벤

트로 연결되어 외부로 전달된다. EF의 경우도 Fig.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외부 입력 연결 관계와 외부 

출력 연결 관계가 정의된다. Line은 다수의 Station

원자 모델을 하위 모델로 가지며, 내부 연결 관계에 

정의된 것과 같이 각 Station 모델의 Departure 출력 

이벤트는 다음 Station 모델의 Previous_Station_

Departure 입력 이벤트로 연결된다. 즉 이 이벤트의 

발생에 따라서 이벤트의 메시지 형태로 정의되는 기

차가 각 정차역을 이동하게 되며, 이는 Station 원자 

모델을 설명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EF는 

Generator와 Transducer 원자 모델을 하위 모델로 

가지며, Fig. 3에서 표시된 것과 같이 두 모델 간의 

연결이 없으므로 내부 연결 관계는 공집합으로 정의

된다. Line에서는 번호가 빠른 Station 모델이 동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우선순위를 가지며, EF에서

는 Generator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정리하면 TrainSim은 Station, Generator,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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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er 3개의 원자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 개의 

결합 모델이 이들을 감싸는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3개의 원자 모델은 이벤트를 발생시켜 (결

합 모델을 통해서) 다른 원자 모델에게 전달하고, 이 

전달된 이벤트는 모델의 상태를 변경하여 다른 이벤

트가 발생하도록 한다. 이벤트가 전달될 때는 메시지

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데, TrainSim에서는 언급한 

바와 같이 기차를 이 메시지로 모의한다. Generator

에서 배차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생성된 기차는 

이벤트에 따라서 각 Station을 거쳐 최종적으로 

Transducer에 도착하게 된다. 각 Station에서는 혼

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승객의 

승차와 하차를 모의하며, 기차는 Station을 거칠 때

마다 내부 승차 인원이 변경된다. 그리고 Transducer

에서는 기차의 승차 인원 변경 이력을 바탕으로 혼잡

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도출한다. 본 TrainSim에

서 핵심이 되는 모델은 각 정차역에서 승객의 승차와 

하차를 모의하는 Station 원자 모델이다. 다음은 

Station에 대한 DEVS 명세를 나타내고, Fig. 4는 이

를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      〉
 = {Previous_Station_Departure}

 = {Departure}

 = {EMPTY, OCCUPIED}

((EMPTY, e), Previous_Station_Departure))

= (OCCUPIED, 0)

((OCCUPIED, e), Previous_Station_

Departure)) = (OCCUPIED, e); Continue()

where  is elapsed time after transition,

≤ ≤.

((OCCUPIED, Occupied_Time)) = if(arrived_

queue.empty()); (EMPTY, 0)

else; (OCCUPIED, 0)

(OCCUPIED) = Departure

(EMPTY)=∞ ; (OCCUPIED)=Occupied_Time

Fig. 4에서 타원은 상태와 그 상태에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시간()를 나타낸다. 실선과 점선 화살표는 

상태 천이를 나타내는데, 실선은 외부에서 입력된 이

벤트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 상태 천이, 점선은 각 상

태에서 최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발

생하는 내부 상태 천이 및 그때 발생하는 출력 이벤

트를 나타낸다. DEVS 명세와 Fig. 4에서 보이듯이,

Station은 2개의 상태와 1개의 입력 및 출력 이벤트

를 가진다. EMPTY 상태는 이전 정차역을 출발하여 

이 정차역으로 다가오는 또는 이 정차역에 정차한 

기차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며, OCCUPIED 적어도 

1개 이상의 기차가 정차역으로 다가오거나 정차해 

Fig. 3. Structure of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Fig. 4. DEVS Diagram of Station at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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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Previous_Station_Departure

이벤트는 이전 정차역에서 기차의 출발 이벤트를 의

미하며 (즉, Station #i-1의 Departure 출력 이벤트),

이 이벤트가 입력되면 Station의 상태는 OCCUPIED

상태로 천이된다. 그리고 OCCUPIED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시간(Occupied_Time)이 지나면 Departure

출력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EMPTY 상태로 천이하

게 된다. 이때 Occupied_Time은 기차가 전역을 출발

해서 현재 정차역을 다시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을 의미한다. Fig. 5는 Station 모델의 이벤트와 상태

에 관해서 설명한다.

한 기차가 운행하는 시간을 분석하면 역 간 이동

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과 역에 정차해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시간이 반복된다. (관점에 따라서 다양

한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의 흐름에서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정의할 

때, Station 모델은 기차의 출발 이벤트만을 고려한

다. 이는 본 모델의 분석 목적이 혼잡도와 승객의 대

기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분석 목적에 따르면 한 정

차역에서 승차하는 승객의 숫자와 하차하는 승객의 

숫자가 중요한데 이 숫자는 기차가 출발하는 시점에

서 확정된다. 따라서 기차의 출발 이벤트에 따라서 

Station 모델의 상태가 변경되게 되며, 다음 Station

모델의 상태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출발 이벤트를 전

달하는 것이다. 또한, OCCUPIED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Occupied_Time은 이전 역에서 출발해서 현재 

역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OCCUPIED 상태에서 Station은 현재 기차에 승차 

및 하차 인원을 모의하여 기차의 승차 인원을 변경한

다. 승차 인원의 경우 푸아송 과정(Poisson process)

으로 승객의 도착을 모의하며, 직전 기차가 출발한 

시점(즉, 가장 최근 Departure 이벤트를 발생시킨 시

점)에서 현재 기차가 출발할 시점(즉, Occupied_

Time에 도달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도착한 승객

의 총수를 기차의 승차 인원에 추가한다. 또한, 각 

승객의 도착 시점을 바탕으로 기차를 타기 전까지의 

대기 시간을 메시지에 함께 기록한다. 하차 인원의 

경우 로그 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으로 하

차 인원을 추정하며, 기차의 승차 인원에서 감한다.

여기서 푸아송 과정의 파라미터 와 로그 정규분포

Fig. 5. Event descriptions of Station atom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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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라미터  및 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

이며, Fig. 2에 나타나듯이 실제 도시철도 시스템으

로부터 얻어진 승객의 승하차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다. 이 수집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라미터를 계속

해서 변경하므로 실제 시스템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Generator 원자 모델과 Transducer 원자 모델은 

Station 원자 모델에 비하면 간단하다. 다음은 두 원

자 모델에 대한 DEVS 명세를 나타내고, Fig. 6은 이

를 도식화한 다이어그램을 나타낸다.

 〈      〉
 = 

 = {Gen_Train}

 = {GEN}

 : undefined

((GEN, Scheduled_Time)) = (GEN, 0)

(GEN) = Gen_Train

(GEN) = Scheduled_Time

 〈      〉
 = {End_Train}

 = 

 = {DATACOL}

((DATACOL, e), End_Train))=(DATACOL, 0)

 : undefined

: undefined

(DATACOL) =∞

Generator는 1개의 출력 이벤트(Gen_Train)를 가

지며, 1개의 상태(GEN)를 가진다. GEN 상태에서 머

물 수 있는 시간(Scheduled_Time)은 기차 배차 간격

을 의미한다. 따라서 Generator는 기차 배차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간격마다 기차를 생성하여 이벤트에 

포함된 메시지의 형태로 Station에 전달한다. 여기서 

Scheduled_Time은 고정된 값이 아니며, 기차를 생

성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이다. Transducer는 

1개의 입력 이벤트(End_Train)를 가지며, 1개의 상

태(DATACOL)를 가진다. DATACOL 상태에서 외

부 입력 이벤트로 End_Train이 입력되게 되면, 이 

이벤트 메시지에 포함된 기차의 승객 승하차 이력을 

바탕으로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분석한다. 다

음 장에서 본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

는 사례를 제시한다.

4.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의 활용

앞서 제안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ig. 2와 같이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으로부

터 실시간 승하차 정보를 전달받아서 동기화를 해야 

한다. 즉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필

요한 파라미터, 즉 승하차 확률분포 파라미터, 각 

Station 모델의 Occupied_Time, Generator 모델의 

Scheduled_Time 등을 도출해서 적용한다. 하지만 

현재 아쉽게도 실시간 승하차 정보를 전달받는 시스

템이 구축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델의 

활용 사례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기 위해서,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활용한다. 정

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에서 수집한 “2019년 시간대별 승하차인원”[25],

“2019년 부산도시철도 열차운행실적”[26], “도시철

도 운행정보”[27]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

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도출하였다. Fig. 7은 Train

Sim의 각 Station 원자 모델이 승하차 승객을 모의하

는데 필요한 푸아송 과정의 파라미터( )와 로그 정

규분포의 파라미터( ,  )를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2019년 시간대별 승하차인원” 데이터의 일부분을 

Fig. 6. DEVS Diagrams of Generator and Tranducer atomic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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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철도의 배차 계획에 대한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시간을 분석하고, 입자 군집 최적화를 통해 혼잡

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배차 계획을 도출한다.

4.1 현재 배차 계획에 대한 혼잡도 및 승객의 대기 시간 

분석

부산광역시에는 총 6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

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승차 인원이 많은 1호선에 

대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역을 출발역으로 “노포”역

을 종착역으로 하는 기차의 배차 계획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 1호선의 경우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

하는 휴일의 배차 계획에 차이가 있는데, 본 논문에

서는 평일의 배차 계획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배

차 계획은 총 176대의 기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배차 간격은 16분, 최소 배차 간격은 3분, 평균 배차 

간격은 약 6.2분이다 [28]. 각 기차에 대해서 역별로 

혼잡도를 도출하였으며, 이 혼잡도는 열차 정원(1호

선의 경우 970명)에 대한 승차 인원의 비율로 계산되

었다. 또한, 승객의 평균 대기 시간을 각 기차 및 역에 

대해서 도출하였으며, 이는 각 역에서 한 기차에 승

차하는 모든 승객의 대기 시간에 대한 평균으로 정의

된다. 즉, Fig. 5에서 1번부터 n번 승객까지의 대기 

시간에 대한 평균과 동일하다. 시뮬레이션 모델 내의 

승객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생성되므로, 동일한 배차 

계획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매번 시뮬레이

션의 결과(혼잡도와 대기 시간)는 다르게 도출된다.

따라서 동일한 배차 계획에 대해서 100번의 반복 시

뮬레이션을 통한 평균값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8과 Fig. 9에 도시되어 있다.

Fig. 8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평일에 배차 계획

에 따른 각 기차와 역에 대한 혼잡도를 나타낸다. 혼

잡도는 열차 정원에 대한 승차 인원의 비율로 계산되

므로 1의 혼잡도는 만원 열차를 의미한다. 1호선의 

경우 승차 인원이 많으므로 출발역과 종착역 부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혼잡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이른 아침과 저녁의 출퇴근 시간대는 배차 간격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혼잡도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높은 혼잡도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

래하고, 특히 최근 유발된 바이러스의 확산에 큰 위

험이 될 수 있다. Fig. 9는 각 기차와 역에 대해서 

승객의 평균 대기 시간을 나타낸다. 평균 대기 시간

의 경우 배차 간격이 조밀한 출퇴근 시간에는 2분 

정도로 유지되는 반면에, 배차 간격이 넓은 낮 및 새

벽과 늦은 밤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호선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대기 시간은 

약 3분 정도로 측정되었다.

4.2 입자 군집 최적화를 통한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배차 계획 도출

디지털 트윈은 Fig. 1에 나타나듯이 분석뿐만 아

니라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최적화 및 예측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것에 그 활용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바탕

으로 입자 군집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최대 혼잡도

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배차 계획을 도출하므로 그 

활용 의미를 보여준다.

입자 군집 최적화는 새 떼나 물고기 무리 등 군집

Fig. 7. A small portion of used data to estimate the parameters in the proposed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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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행동을 모방하여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메타휴리스틱(Metaheuristic)

알고리즘이다[13]. 단순하지만 최적해로 빠르게 수

렴할 수 있고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

도체 생산 공정 등의 복잡한 현대 산업 시스템에 대

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기반의 최적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9]. 입자 군집 최적화에

서 군집은 한정된 개수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탐색 공간(Search space) 내에서 입자들은 각기 특정 

해에 대응되는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최적해를 찾기 

위해 탐험(Exploration)과 이용(Exploitation)을 반

복한다. 입자 군집 최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군집의 

사회적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최적해를 빠르게 찾기 

위해 입자들이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있

다. 이를 위해서 입자들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메모리에 거쳐 간 위치 중 최적의 위치인 개인 

최적점(Personal best position)을 저장한다. 그리고 

Fig. 8. Congestion analysis for the 1st line of Busan railways in a weekday based on the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Fig. 9. Passengers’average waiting time analysis for the 1st line of Busan railways in a weekday based on the 

digital twin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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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반복마다 개인 최적점을 공유하여 개인 최적점 

중 가장 최적의 위치인 전역 최적점(Global best po-

sition)을 도출한다. 이 개인 최적점과 전역 최적점은 

입자들이 모이도록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며, 각 입자

는 개인 최적점과 전역 최적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속도와 위치를 갱신한다. Algorithm 1은 입자 

군집 최적화를 나타내며, Fig. 10은 입자들이 위치와 

속도를 가지고 최적해에 수렴하는 예를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입자 군집 최적화는 확률적 요소가 존

재하지 않는 결정적(Deterministic)인 환경에서 작동

하도록 개발되었으나,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확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확률적 환경에서 입자 

군집 최적화를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

된 바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안되어 뛰어

난 효율성을 나타내는 Choi and Bae [29] 방법을 적

용한다. 이 방법은 평균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시뮬

레이션 반복 횟수를 효과적으로 할당하는 최적 컴퓨

팅 자원 할당(Optimal computing budget allocation)

이라는 리샘플링(Resampling) 기법을 적용하므로 

입자 군집 최적화에 미치는 확률적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본 논문에서 최적화의 목적은 최대 혼잡도를 낮추

는 배차 계획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대 혼잡

도는 Fig. 8에 나타난 값 중에서 최댓값으로 정의된

다. 평균 혼잡도가 아닌 최대 혼잡도를 지표로 사용

하는 것은 혼잡도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이 되어야 

승객에게 불편을 유발하기 때문에, 평균보다 최대 혼

잡도가 승객에게 미치는 불편도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고려해

야 할 기차의 배차 계획은 거의 무한한 조합이 있다.

즉 탐색 공간이 굉장히 넓고 고차원이기 때문에, 최

적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탐색 공간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약을 추가하였다. 첫 번째로 기차의 

대수를 고정한다. 기차의 수를 증가시켜 배차 간격을 

줄이면 당연히 혼잡도는 줄어들게 되지만 열차의 운

용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므로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

Fig. 10. An example of optimization using 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1: Particle swarm optimization

1:
generate  particles with initial position  

  …  and velocity  
  …  randomly

in the -dimensional search space, where ∈.
2: for    to max do, where max is the maximum number of iterations

3: evaluate the fitness  
 (i.e., the objective function value of  

 ) for each 

4: update the personal best position  for each : if  
≤ , then set  ← 



5: update the global best position : set ←argmin

6:

update  
  and  

  for each  using the following eq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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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nd  are constants called acceleration coefficients, and  and  are independent random
numbers uniformly distributed in [0,1].

7: end

8: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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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해가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배차 계획

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차의 수를 현재의 배차 계획과 

동일한 176대로 고정한다. 두 번째로 열차의 최소 배

차 간격을 열차 간 거리 유지 등의 운행 안전을 고려

하여 2분으로 정하고, 열차의 최대 배차 간격을 승객

의 편의를 고려해서 20분으로 정하였다. 세 번째로 

열차의 배차 간격의 최소 시간 단위를 분으로 정한

다. 마지막으로 첫차와 막차의 출발 시간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약사항을 추가하여도, 탐색 공간은 

175차원(176대의 기차이므로, 기차 사이의 간격은 

175개가 존재함)의 넓은 공간이다. 넓은 공간을 충분

히 탐색하기 위해 5,000개의 입자로 구성된 군집을 

구성하였으며, 50번까지 알고리즘 반복을 진행하였

다. 입자 군집 최적화의 나머지 파라미터는 표준 설

정을 참고하였다.

Fig. 11은 입자 군집 최적화의 알고리즘 반복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최대 혼잡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Table 2는 현재 배차 계획과 입자 군

집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배차 계획을 비교한다. 도

출된 배차 계획은 최대 혼잡도를 1.1433에서 1.1120

으로 감소시켰으며, 평균 대기 시간의 경우 큰 영향

을 끼치지 않았다. 한편 도출된 배차 계획의 최대 혼

잡도가 기존의 배차 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감소 비율

이 높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 최적화 문제의 탐색공간 내에서 가능한 

배차 계획의 최대 혼잡도의 최솟값 자체가 높은 경우

이며, 두 번째는 넓고 고차원인 탐색공간에서 입자 

군집 최적화가 최적의 해를 찾지 못했을 경우이다.

입자 군집 최적화의 경우 찾은 해가 탐색공간 내의 

실제 최적해라는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논

문에서 찾은 해보다 최대 혼잡도를 더 낮출 수 있는 

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복잡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최적화 알고리즘 또한 그 문제에 최적화될 수 있

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추후 연

구로 남겨둔다.

본 활용 사례는 비록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

시되었지만, 현 배차 계획의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분석하고, 입자 군집 최적화를 바탕으로 최대 혼잡도

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배차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Fig. 2와 같이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

으로부터 실시간 승하차 정보를 전달받아서 동기화

가 되었을 때, 디지털 트윈으로서 현재 배차 계획을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실제 시스템을 제어하는 데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시스템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모델 

TrainSim을 개발하였다. 본 모델은 도시철도 시스템

의 혼잡도와 승객의 대기 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DEVS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TrainSim은 각 정차

역을 묘사하는 Station 원자 모델들, 차량 배차 계획

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차를 생성하는 Generator

원자 모델, 그리고 모든 역을 통과한 기차의 승차 데

이터를 분석하는 Transducer 원자 모델을 기반으로 

결합 모델들이 이들을 감싸는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

고 있다. 기차는 메시지의 형태로 정의되며, 이 메시

지는 Generator에서 배차 계획에 따라 생성되어 기

차의 출발 이벤트에 따라서 한 Station에서 다음 

Table 2. Comparison between current train schedule and optimized train schedule by particle swarm optimization 

Max congestion Avg. waiting time [s]

Current train schedule 1.1433 193.389

Optimized train schedule 1.1120 193.837

Fig. 11. Graph of max congestion of the optimized train 

schedule versus the iteration number of particle 

swarm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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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on으로 전달된다. 각 Station에서는 실제 도시

철도 시스템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파라미터를 바

탕으로 승차 및 하차 인원을 확률적으로 모의하여 

기차의 승차 데이터에 반영한다. 정차역을 거치며 누

적된 데이터는 Transducer에서 혼잡도와 승객의 대

기 시간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본 모델의 활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1호선에 대한 1년간의 

승하차 이력 누적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현재 평일 

배차 계획에 대한 혼잡도와 승객의 평균 대기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입자 군집 최적화를 활용하여 최대 혼

잡도를 낮출 수 있는 새로운 배차 계획을 도출하였

다. 비록 누적 데이터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이 결

과는 부산 도시철도 시스템으로부터 승차와 하차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아서 TrainSim이 동기화가 

가능해질 때 디지털 트윈으로서 시스템의 분석과 최

적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추후 

연구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을 고도화하며,

입자 군집 최적화를 통한 최적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

축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

적화 알고리즘을 TrainSim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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