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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high interest in low-carbon transportation, investment of the railway systems has increased. Because the layout 
of tracks is very complex and the movement pattern of the train is not fixed in the railway depot, there is a need 
for simulation technology for a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railway depot. But most previous researches and 
commercial simulation tools focused on the main-line. This research suggests the simulation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railway depot. The simulation framework will help to develop the simulation tools of the railway depot.

1. 서론

최근 저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대중교통 중 철도의 분담비율 향상에 대한 기대와 신규 
노선 투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량전철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철
도시스템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단계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가시화 도
구로 많이 활용된다. 철도시스템의 본선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진전 되었는데, 열차
의 주행 성능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철도 시설물 구조에 대한 역학 시뮬레이션, 열차 운행 스케쥴 분석을 
위한 본선 운행 시뮬레이션, 승객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등 다양하다. 하지만 차량기지의 경우 선로 배선 형
태가 복잡하고 차량의 이동패턴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열차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차량기지 운영 시나리오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지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툴이 필요하지만, 차량기지 내에서 열차 이동까지 미시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상용 시뮬
레이션 툴을 찾아보기 힘들다. 차량기지 또는 주박기지도 본선과 함께 철도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등 각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 툴을 구현하
기 위하여 우선 차량기지분석에 특화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기지 분석용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내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석하
고, 작업 및 시설물을 정형화하여, 열차 이동을 미시적으로 분석 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 내 객체 유형과 시뮬
레이션 알고리즘을 체계화 한 자료 구조 및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국방 분야 등에
서 적용되고 있는 이산사건시스템명세(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이하 DEVS) 이론을 활용하여 
철도 차량기지까지 분석 할 수 있는 철도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차
량기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및 기능 확장을 용이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운영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툴 개
발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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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기존연구의 고찰

철도시스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로는 동역학 시뮬레이션, 구조역학 시뮬레이션, 열차주행 시뮬레이션, 
열차 운행 스케쥴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정경렬 외 11인(1999)) 그 중 에서 차량기지 분석 
사례로는 장성용 외 3인(2007) 및 전병학 외 3인(2009)의 차량기지의 정비고 배치에 대한 최적 대안을 생
산관리 기법을 응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와 최성환 외 3인(2008)의 차량기지의 중수선 공장의 시
설 용량에 따른 수리 능력을 작업소요시간 및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연구가 있었다. 또
한 문형석 외 3인(2005)은 철도차량 부품을 차량기지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가 수리할 경우 부품이 각 기계
에 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산사건알고리즘으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철도차량기지
의 미시적 열차 이동을 차량기지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철도차량기지의 각 정비고 배정 
스케쥴링 및 정비 효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차량기지 내 열차 이동을 미시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차량
기지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툴 개발 및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다양한 객체들의 상태를 동시에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론 중 Zeigler(1984)가 제시한 
이산 사건 시스템 명세(DEVS)이론은 객체 모델링을 간단히 수행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여러 객체들의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객체지향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툴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대규모 시뮬레이
션 툴 개발을 위한 이론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철도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사
례로는 김동희 외 2인(2001) 및 김동희외 1인(2001)의 연속형 시뮬레이션 방법론과 이산사건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비교 분석하여 본선에 대한 열차 운행 시뮬레이션 모델 및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그러
나 이 두 사례에서는 차량기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홍순흠 외 2인(2010)는 
철도차량기지 위치와 열차 운영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검
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뮬레이터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나 시뮬레이션 툴 개발 및 상
세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기지에 대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툴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것
이다.

  2.2 이산사건시스템명세 이론 고찰

Zeigler는 일반적인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 내의 사건의 발생에 따른 상태의 변화
관점에서 시스템을 모형화 하는 DEVS 모델을 제시하였다. Zeigler는 시스템의 동적인 상태를 입력사건에 의
한 외부 상태천이(status transition)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부적 상태천이로 설명하였다. Zeigler는 시스템
의 개별 구성요소를 원소로 보고 원소의 상태, 입력, 출력을 모델링 한 원소모델(atomic model)과 원소모델
의 확장을 위한 연결모델(coupled model)을 제시하였다(1984).

1) 원소 DEVS 모델(Atomic DEVS Model)

Zeigler가 제시한 입력사건에 의한 외부상태천이와 시간 진행에 따른 내부상태천이를 기술한 원소 DEVS 
모델(atomic DEVS model)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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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소 DEVS 모델(atomic DEVS model)
  : 이산사건 입력 집합(set of input events)
  : 이산사건 출력 집합(set of output events)
  : 일련의 이산사건 상태 집합(set of sequential states)
  : 외부상태천이함수(external transition function)
  : 내부상태천이함수(internal transition function)
 : 출력함수(output function)

 : 시간진행함수(time advanced function)

2) 연결 DEVS 모델(Coupled DEVS Model)

Zeigler는 원소 DEVS 모델을 연결하여 연결 DEVS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연결 DEVS 모델 또는 원소 
DEVS 모델을 다시 연결하여 또 다른 연결 DEVS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연결 DEVS 모
델을 이용하면 단순한 원소 DEVS 모델의 조합으로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Zeigler가 제시한 연결 DEVS 모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연결 DEVS 모델(coupled DEVS model)
  : 입력 집합,       ∈    ∈  
  : 출력 집합,       ∈    ∈  
  : 구성모델의 이름집합(name set of sub-components)
  : 구성모델집합,     ∈  
  :  , 를 입출력으로 갖는 원소 DEVS 모델 또는 연결 DEVS 모델
  : 외부입력연결집합(set of external input couplings)
  : 외부출력연결집합(set of external output couplings)
  : 내부연결집합(set of internal couplings)
  : 동률해결함수,      →

이러한 원소 DEVS 모델과 연결 DEVS 모델은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모델 라이브러리와 시뮬레이션 라
이브러리의 이벤트 처리 라이브러리의 기본 골격을 이룬다.

  2.3 시뮬레이션 툴 및 프레임워크 구조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툴은 비슷한 구조를 갖으며, 차량기지 시뮬레이션 툴 또한 다음 그림1 과 같이 유사
한 구조로 설계 할 수 있다. 철도망 데이터 및 열차제원 데이터, 열차 운영관련 제어 시나리오를 입력하는 철
도망 편집기와 해당 입력 자료를 이용하여 열차 주행 및 동적인 객체, 제어전략을 시뮬레이션 하는 시뮬레이
터, 시뮬레이터 결과를 조회하는 리포터와 열차 주행 결과를 동영상으로 재생하는 애니메이터로 크게 구성되
어 있으며, 각 모듈의 입출력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시나리오 별로 저장 및 관리 된다. 이러한 모든 입출
력 및 연산모듈은 모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위에서 실행되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시뮬레이션 툴의 
개발환경 및 실행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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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시뮬레이션 툴 구조

그림2.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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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 중간에 존재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콤포넌트를 제공하며, 시뮬레이션 실행 시 메모리에 탑재되어 실
행 환경을 제공한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공용데이터, 파라미터, 수학함수, 데이터베이스 관련 라이브러
리를 포함하는 공용 라이브러리, DEVS 이론의 원소 DEVS 모델과 연결 DEVS 모델의 기본 클래스 및 작업, 
열차, 철도망 객체를 포함한 모델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수행 시 열차주행, 열차제어, 유치선 운영, 열차 경
로 탐색 등 알고리즘과 이벤트 처리를 위한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속도 향상을 위한 멀티 프로
세스와 병렬 데이터베이스 입출력을 위한 병렬처리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편집기의 GUI 입력을 위한 콤포넌
트, XNA 기반 애니메이션 콤포넌트 및 객체 레이어 컨트롤을 포함한 GUI 라이브러리로 구분된다. 이러한 다
양한 입력, 출력, 데이터표준, 모델링, 연산, 병렬처리, GUI 관련 라이브러리들로 인해 차량기지에 대한 시뮬
레이션 툴 개발에 필요한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여 보다 빠르고 표준화된 시뮬레이션 툴 개발 및 실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2.4 모델 라이브러리 구조

모델 라이브러리는 크게 물리적 객체와 시뮬레이션 가상화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객체에는 노드, 
링크, 신호기, 분기기 등 다양한 철도 노선 및 기반 시설물을 객체로 인식하여 각종 속성과 연결 관계를 정의
한 철도망 객체 라이브러리와 열차의 제원 및 주행 특성, 편성정보를 포함하는 열차 객체 라이브러리, 시설
물, 작업 종류, 작업형태, 작업시간, 작업자 등을 포함하는 작업 객체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물리적 
객체 라이브러리는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가상화되어 원소모델 클래스(Class)에 탑재되어 메모리에 객체
(Object)로 생성되며 이러한 원소모델 객체 사이의 연결 관계에 대한 정의는 연결모델 클래스에 탑재되어 메
모리에 객체로 생성된다.

그림3. 모델 라이브러리 구조

  2.5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구조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는 철도망에서 열차의 출발위치부터 도착위치까지의 경로를 찾는 경로탐색 알고리
즘, 유치선에 대한 출입 운영 방식에 대한 유치선 운영 알고리즘, 열차 주행에 따른 가속, 감속 및 구배저항, 
곡선저항, 주행저항 등 저항식을 고려한 열차의 속도를 계산하는 열차 주행 알고리즘, 분기기, 신호기, 폐색구
간 등 열차 운행 관련 시설물 및 클래스를 관리하는 열차 제어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수행 시 객체 사이의 
데이터 전달 및 모델의 이벤트를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하는 이벤트 처리 라이브러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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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구조

  2.6 병렬처리 라이브러리 구조

병렬처리 라이브러리는 시뮬레이션 연산속도와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멀티 
프로세스 라이브러리는 시뮬레이션 연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툴 실행 시 시뮬레이터를 CPU
에 1개의 프로세스로 생성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단일 프로세스 방식과 달리 여러 개의 시뮬레이터 프
로세스를 동시에 메모리상에 실행하여 메모리상의 가상모델과 데이터를 상호 전달하며 시뮬레이션 수행하여 
보다 빠른 연산 수행을 위한 함수들을 포함한다. 병렬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는 다중 시뮬레이터가 물리적
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분리하여 저장할 경우 데이터 및 입출력 큐(Queue)를 관리
한다.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된 결과는 테이터베이스의 뷰(View)를 통해서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
다.

그림5. 병렬처리 라이브러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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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GUI 라이브러리 구조

GUI(Graphic User Interface) 라이브러리는 Microsoft의 최신 애니메이션 개발 표준인 XNA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Microsoft의 XNA 표준 라이브러리와 그래픽 장치와의 입출력을 위한 XNA 라이브러리 기반위에 
철도망에 대한 노드, 링크를 생성하고 분기기, 신호기, 시설물 등을 입력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GUI 입력 컨트롤과 철도망의 배선상태, 열차의 이동상태, 분기기 연결상태, 신호기 상태, 열차 경로탐색 결과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고속으로 재생하는 XNA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존재한다.

그림6. GUI 라이브러리 구조

2.8 객체 레이어 구조

모델 라이브러리,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및 GUI 라이브러리의 각 객체들의 레이어 구조는 다음과 같이 물
리객체와 가상객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객체는 철도망 및 시설물을 포함한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지 않
는 정적객체와 열차, 차량, 운전자, 작업자, 신호, 분기기 등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하는 동적객체로 구분된다. 
가상객체는 폐색구간, 작업위치, 유치위치 등을 포함한 위치객체와 청소, 세척, 검사, 기취, 시운전을 포함한 
작업객체, 유치, 배차, 운행 관련 전략객체로 구분된다.

그림7. 객체 레이어 구조

3. 결론

철도 본선뿐만 아니라 차량기지 또는 주박기지에 대한 제어전략, 운영전략,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 구축 등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차량기지 운영 시나리오 및 설계 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열차의 이동까지 미시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차량기지 분석 시뮬레이션 툴이 필요하지만 차량기
지의 선로 배선 형태가 복잡하고 차량의 이동경로 및 패턴이 동적으로 변화하여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차량기지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차량기지 분석용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 및 함수를 라이브러리형태로 제공하며 화면 입력 및 출력에 대한 다양한 그래픽 
컨트롤 지원하여 보다 쉽게 시뮬레이션 툴을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15



참고문헌

1. 김경록, 천현재, 이홍철, "시뮬레이션과 엔트로피 척도를 이용한 철도 차량기지 대안 선정", 한국산학
기술학회논문지, 11권, 8호, pp. 2809-2817, 2010.

2. 김동희, 김성호, 오석문, "다중열차 시뮬레이션을 위한 철도시스템 모델", 한국철도학회논문집, Vol.4, 
no.2, pp. 47-54, 2001.

3. 김동희, 김영훈, "고속선을 고려한 다중열차주행 시뮬레이터 개발", 한국철도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
대회논문집, pp.58~65, 2001.

4. 문형석, 장창두, 하윤석, 조영천, "Discrete Event Simulation의 차량 유지보수체계의 적용을 통한 유
지보수 효율향상 연구",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p. 7~16, 2005.

5. 정경렬 외 11인, "차량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999.
6. 장성용, 전병학, 이원영, 유재균,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 열차 차량기지의 중정비 검수 용량 평가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10권, 2호, pp. 231-242, 2007.
7. 전병학, 장성용, 이원영, 오정헌,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철도차량 중정비 공장 설계검증", 한국시

뮬레이션학회 논문지, 18권, 3호, pp. 23-34, 2009.
8. 최성환, 홍용기, 이희성, 김승환,"시뮬레이션과 BPR을 응용한 Layout 기반의 철도차량기지 중정비 검

수 여유율 검증",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 482~486, 2008.
9. 홍순흠, 박상민, 유재균, "철도차량기지 위치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요구사항 연구",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 1377-1382, 2010.
10. A. Anglani, A. Grieco, E. Guerriero, F. Nucci, Q. Semeraro and T. Tolio, "Object-Oriented 

simulation models based on the DEVS formalism", Proceedings of the 14th European Simulation 
Multiconference on Simulation and Modelling, pp. 140-144, 2000.

11. R. J. Elias and W. Huiskamp, "Advanced Simulation Framework: A Generic Approach to 
Distributed Simulation", 8th Intern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Conference (ITEC '97), 1997.

12. T. G. Kim, "The DEVS Formalism: Reusable Model Specification in an Object Oriented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in Computer Simulation 5, pp. 397-416, 1995.

13. T. G. Kim, "DEVS formalism: reusable model specification in an object-oriented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in Computer Simulation - Special issue: object-oriented simulation: 
aspects of model development life cycle , Vol. 5, Issue 4, pp. 397-416, 1995.

14. Y. G. Kim, M. S. Ahn and T. G. Kim, "Optimization of Model Execution Time in the 
DEVSim++ Environment", In Proc. of 1997 European Simulation Symposium, Passau, Germany, 
pp. 215-219, 1997.

15. B. P. Zeigler, "Multifaceted Modeling and Discrete Event Simulation", Academic Press, 1984.
16. B. P. Zeigler and H. S. Sarjoughian, "Creating distributed simulation using DEVS M&S 

environments",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1, pp. 158-160, 2000.
17. B. P. Zeigler, T. G. Kim and H. Praehofer, Theory of Modeling and Simulation (second ed.), 

Academic Press, 2000

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