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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F 척도를 이용한 Trace-Driven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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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Technique of Trace-Driven Simulation Model 

Using Weighted F-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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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st systems get more complicated, system analysis using simulation has been taken notice of. One of the 
core parts of simulation analysis is validation of a simulation model, and we can identify how well the simulation 
model represents the real system with this validation process. The difference between input data of two systems has 
an effect on the comparison between a simulation model and a real system at validation stage, and the result with 
such difference is not enough to ensure high credibility of the model.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construct a 
model based on Trace-driven simulation which uses identical input data with the real system. On the other hand, 
to validate a model by each class, not by an unique statistic, we validate the model using a metric transformed from 
F-measure which estimates performance of a classifier in data mining field. Finally, this procedure enables precise 
validation process of a model, and it helps modification by offering feedback at the validation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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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시스템들이 복잡해지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스템의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이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이 얼마나 실제 시스템을 대변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한다. 모델의 검증에서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발생하는 차이는 입력 데이터의 차이에 

의한 영향도 있으며, 이를 통한 모델의 검증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실제와 동일한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Trace-Driven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계하였다. 한편, 출력데이터들을 하나의 통계량을 통한 

검증이 아닌 클래스 별 검증을 하기 위해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 분류기의 성능을 판단하는 F 척도를 응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검증 방법은 정밀한 모델의 검증을 가능하게 하고, 검증 시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써 용이한 수정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주요어 : 검증 방법, Trace-driven 시뮬레이션, 시계열 데이터, F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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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러 최적화 방법들이 모델의 크기나 가정에 제약되어 

있는 것에 비해, 시뮬레이션은 복잡하고 규모가 큰 시스

템을 다룰 수 있는 강력한 의사결정도구이다. 또한, 시뮬

레이션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안들을 제시하여 의사결

정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최근 시스템의 다양화와 복잡

화의 추세에서 시뮬레이션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0].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 중 모델의 검증 과정은 해당 모

델이 실제 시스템을 얼마나 정확하게 대변하는지의 정도

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이는 시뮬레이션 분석 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24]. 모델의 검증을 통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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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기법

Animation
Comparison to other models
Degenerate tests
Event validity
Extreme condition tests
Face validity
Historical data validation
Historical methods
Internal validity
Multistage validation
Operational graphics
Parameter validity - sensitivity analysis
Predictive validation
Traces
Turing tests

표 2.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을 위한 통계적 기법

Analysis of variance
Confidence intervals/regions
Factor analysis
Hotelling’s T2 test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 Standard MANOVA
• Permutation Methods
• Nonparametric Ranking Methods

Nonparametric goodness-of-fit tests
• Kolmogorov-Smirnov Test
• Cramer-Von Mises Test
• Chi-square Test

Nonparametric tests of means
• Mann-Whitney-Wilcoxon Test
• Analysis of Paired Observations

Regression analysis
Theil’s inequality coefficient
Time series analysis
• Spectral Analysis
• Correlation Analysis
• Error Analysis

t-Test

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전체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보

장하는 길이다.
보다 정확한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통

계량으로 전체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보다 시계열데이터

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비교할 출력데이터로 총 처리량이나 자원

의 이용률 등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고, 단순히 

평균이나 분산에 대해 비슷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두 시스템 간에 유사한 값들을 갖는

가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한편, 시뮬레이션에서는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을 통해 입력 데이터를 특정 분포로 추정하여 모델 

내에서 각각의 값들을 발생시킨다
[14]. 이러한 입력 값들을 

바탕으로 출력 값을 얻어내고 이를 실제 시스템의 출력 

값들과 비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입력 값의 

차이는 출력 값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모델의 검

증 과정이 전적으로 모델에 대해서만 평가하지 못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시계열 데이터로 얻어지는 출력 값은 값

들 사이에 종속성이나 상관성이 존재하며
[4], 연속된 데이

터의 미세한 차이가 특정 장비 혹은 시스템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입력 값의 차이에 의한 두 시스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스템에 동일한 입

력 값을 적용하는 Trace-driven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클래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클래스에 대

해 평가하는 검증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장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에 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제시하

고 3장에서 가중 F 척도를 사용한 검증 방법에 대해 소개

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 검증 방법에 

대해 평가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 순서로 진행한다.

2. 관련 연구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방법에 대해 Sargent(2008)는 

표 1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3].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방

법을 동원하여 모델을 검증하며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 보다 정확한 모

델의 검증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His-
torical data validation)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

계적인 검증 과정을 수반한다.
한편, Balci(1994, 1995)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해 분류를 하고 동적인 기법의 일부로 

표 2와 같이 통계적 기법들을 정의하고 있다
[6,7]. 다양한 

통계적 기법들이 있으며, 모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법

이 적용된다. 그 기법들에 대해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뢰 구간(Confidence interval), 대응 관측의 분석(An-

alysis of paired observations), t-검정(t-Test) 등의 통계

적 기법들은 두 개의 시스템의 평균에 대한 검정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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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혼동행렬의 구조

들은 표본평균과 표본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통계량을 계

산하고 그에 따라 모델을 검증한다
[1]. 윌콕슨 순위합 검정

(Wilcoxon rank-sum test) 또는 맨-위트니 검정(Mann- 
Whitney test)은 정규분포를 따르지는 않지만 독립이며 

연속인 표본들의 두 분포의 평균이 같은가를 검정할 때 

사용된다
[2]. Hotelling의 T제곱 검정(Hotelling’s T2 tests)

은 다변량의 경우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기 위

해 공분산 행렬을 추가하여 T2 통계량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평균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다
[21]. 그러나 이러한 방

법들과 같이 평균에 대해 검정할 경우에는 평균과 전체적

인 편차의 정도뿐만 아니라 각각의 시점에서 관측 값이 

같은가를 판단해야 하는 시계열 데이터의 검증에서 그 타

당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은 모델과 실제 시스템

에서 각 값의 빈도의 분포가 같은가의 여부를 판단한다. 그
러나 빈도를 측정하는 구간의 설정이 어려우며 비정규성을 

가진 경우에는 분포가 구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25]. 

K-S 검정(Kolmogorov-Smirnov test, K-S test)은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카이제곱 검정과는 다르게 모

델의 각 데이터들의 누적 확률 값과 실제 시스템 데이터

들의 누적 확률 값을 비교함으로써 구간의 설정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12].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각 값들의 빈도

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의 순서나 트렌

드와 상관없이 값의 분포만 비슷하면 귀무가설을 채택한

다. 이 역시 시계열 데이터의 검증에는 적합하지 않다.
Theil의 부등 계수(Theil’s inequality coefficient, TIC)

는 두 시스템의 값의 차이의 제곱합과 각각의 시스템의 값

의 제곱의 합을 더한 값과의 비율로 얻어 진다
[11]. 이 방법 

또한 데이터들의 합으로 계수 값을 산출하므로 각각의 데이

터들이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은 기본적으

로 모집단의 정규성과 등분산을 가정하며 이는 2개 이상

의 모집단의 평균들이 같은가를 F 통계량을 사용하여 검

정한다
[5]. 여기서 여러 개의 종속변수를 다루거나 각각의 

종속변수들 간의 영향까지 고려할 때는 다변량분산분석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사용

한다. 그러나 분산분석 또한 평균에 대한 검정을 하며, 이
렇게 F분포를 이용하는 과정은 t분포를 이용하는 과정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낸다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은 실제 시스템과 모델

에 대해 y=β0+β1x라는 1차 선형회귀방정식을 세우고 상

수항 β0= 0, 기울기 β1= 1의 만족 여부를 검정한다
[22]. 그

러나 Kleijnen 등(1996)은 β0=0, β1=1의 가설은 유효한 

모델조차 기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시스템과 모

델의 결과 값의 차를 결과 값의 합에 대해 회귀분석 하여 

얻어낸 계수 값들로 t-검정을 통해 평균과 분산이 같은지

를 검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7]. 그러나 기존의 회귀분석

을 통한 모델의 검증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수년간 판

단되어 왔으며
[9], 새로 제안한 방법도 결국엔 평균과 분산

의 동일성을 검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중에서 

대표적인 스펙트럼분석(Spectral analysis)은 각 출력 프

로세스에 대해 예측된 자기공분산(autocovariance) 함수

를 푸리에 코사인 변환(Fourier cosine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표본 스펙트럼을 만들고, 두 스펙트럼의 로그 

값의 차이에 대해 신뢰구간을 구해서 평가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정한 공분산을 가져야 하고 고차원적인 수학

적 기술을 요구하며 이러한 신뢰구간을 시뮬레이션 모델

의 검증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18].

3. 가중 F 척도를 사용한 검증 방법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마이닝분야에서 분류기의 성능을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F 척도를 바탕으로 가중치 값

을 추가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얻어진 가중 F 척도는 클래스별로 얻어

지므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할 때 각각의 클래스, 
즉 이벤트에 기반한 출력데이터의 부분그룹들에 대해 각

각 평가할 수가 있다.

3.1 F 척도
데이터마이닝 분야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혼

동행렬(confusion matrix)을 사용하여 정확성(accuracy) 
또는 F 척도(F-measure) 등의 값으로 각 모델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한다
[26].

혼동행렬은 실제의 데이터와 예측된 데이터에 해당하

는 클래스들을 각각 행과 열에 배치함으로써 데이터를 클

래스에 따라 구분 지어서 나타낸 행렬이다. 다음의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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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델 검증을 위한 혼동행렬

은 2개의 클래스에 대한 혼동행렬의 구조를 나타낸다. 표
에서 제시한 혼동행렬에서는 데이터가 긍정(yes)과 부정

(no)의 두 개의 클래스로 나뉘어있으며 이에 따라 행렬의 

크기는 2×2가 된다. 왼쪽 상단의 참 긍정(true positive)값
은 긍정적 클래스에 속해 있는 실제의 데이터에 대해 긍정

적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한 데이터의 총 개수가 되며, 
오른쪽 상단의 거짓 부정(false negative)값은 같은 방식으

로 긍정적 클래스에 속해 있는 실제의 데이터에 대해 부정

적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한 데이터의 총 개수가 된다.
여기서 정확성은 식 (1)과 같으며, 이는 전체 예측한 

데이터 중에 정확히 예측한 데이터의 수로 얻어진다.

정확성=


(1)

F 척도는 재현성(recall)과 정밀도(precision)의 조화평

균으로 구할 수 있으며, 재현성은 분류기에 의하여 정확

하게 예측되는 긍정적 사례의 비율을 측정하고, 정밀도는 

분류기가 긍정적 클래스로 선언한 그룹에서 실제 긍정적 

사례로 판명되는 항목들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는 식 (2)
와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현성=


(2)

정밀도=


(3)

재현성 수치가 큰 분류기는 부정적 클래스로 잘못 분

류되는 긍정적 사례의 수가 매우 적으며, 정밀도의 값이 

클수록 분류기에 의하여 검출되는 거짓 긍정 오류의 수는 

적어진다.

F 척도=


(4)

식 (4)를 통해 F 척도를 구할 수 있으며, 임의의 두 숫

자 x와 y의 조화평균은 두 수 중에서 작은 숫자에 가까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F 척도가 높다는 것은 정밀도와 재현

성 모두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장한다
[23].

3.2 출력 데이터의 클래스 구분
F 척도를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는 우선 출력데이터를 특정 클래스들로 구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2개의 클래스를 구성하고 2×2 크기의 혼동행

렬을 구축하지만, 여기서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구성한다.

출력데이터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

서는 tact time(or interarrival time)에 대한 시계열 데이

터를 출력데이터로 삼는다. tact time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 로드들이 어떤 이벤트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모델 검증이 가능해 

진다.
특정 tact time을 갖게 되는 로드는 특정한 이벤트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즉 동일한 tact time
을 갖는 로드는 동일한 이벤트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동일한 이벤트라 함은 단순히 같은 작업과 공정 

순서, 이동경로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동일한 시간을 거쳐서 처리된 것을 말한다. 이산 이벤트 

시뮬레이션(discrete event simulation)은 이벤트를 기반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래스의 구분 또한 이러한 이벤

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의의 한 

로드가 거친 모든 이벤트들의 조합을 하나의 이벤트 집합

이라 하자. 클래스를 구분 지을 때, 동일한 이벤트 집합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클래스 안에 포함한다. 즉, 서
로 다른 이벤트 집합을 갖는 출력데이터마다 별도의 클래

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이벤트 집

합의 수만큼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

3.3 모델의 검증을 위한 가중 F 척도
출력데이터를 그 값에 따라 실제 데이터는 r1, r2, ⋯, 

rn의 클래스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s1, s2, ⋯, sn의 클래

스에 할당을 하고 그림 2와 같이 혼동행렬을 구성한다. 
여기서 ri의 값은 si의 값과 같다.

여기서 f11은 r1클래스에 해당하는 실제 데이터에 대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s1클래스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 횟

수를 말하며, 같은 방식으로 f12는 r1클래스에 해당하는 실

제 데이터에 대해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s2클래스에 해당

하는 값이 나온 횟수를 말한다. 위와 같은 혼동행렬을 구

성하고 나면,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나온 횟R1과 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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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은 식 (5), (6)과 같이 얻어진다.












(5)

 










(6)

식 (5)와 (6)에 의해서 F 척도는 각각의 클래스 당 하

나씩 총 n개가 얻어지며, 이때 a번째 클래스의 Fa값은 다

음의 식 (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7)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F 척도는 정확하게 

구분 하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값이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 값

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다른지와 상관없이, 단순

히 값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평가가 된다. 기
존에는 F 척도를 주로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 평가를 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러 개

의 클래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경우에 F 척도는 이

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재현성을 구하는 식 (5)를 시뮬레이션에서 다른 

클래스로 관측된 도수들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식 (8)과 

같다.















 





(8)

여기서 다른 클래스로 관측된 도수, 즉 실제의 r1클래

스에 대해서는 f12, f13, ... , f1n의 도수들에 대해 각각 가중

치를 부여하여 그만큼 더 빼주도록 한다. 가중치 ωi는 식 

(9)와 같이 sj와 s1의 차이를 E(sn)으로 나누어 주는 표준

화 과정을 거쳐서 구하며, 이를 통해 가중 재현성

(weighted recall: WR)은 식 (10)과 같이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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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같은 방식으로 가중 정밀도(weighted precision: WP)
에 대해 식 (11)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식 (12)를 얻어낼 

수 있으며, 식 (10)과 (12)를 이용해 가중 F 척도

(weighted F-measure: WF-measure)를 구하면 다음의 식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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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를 통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가중치를 고려한 가

중 F 척도를 구할 수가 있다.

3.4 검증 과정 및 결과의 해석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중 F 척도는 클래스의 개수

만큼 n개가 얻어지며, 얻어진 값을 통해 해당 클래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특정 클래스가 얼마나 잘 맞는가, 
즉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가 실제 시

스템에서의 해당 이벤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가를 평

가할 수 있다.
F 척도에 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F 척도가 어느 정도

의 수준이 되어야 특정 분류기가 좋다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상대적으로 F 척도 값을 비교함으로써 

새로 제시한 분류기가 다른 분류기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어낸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19]. 그러나 시뮬레이션 모델

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대적인 기준을 통한 판단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중 F 척도를 통해 모델

의 검증 여부를 결정할만한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델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적인 

클래스에 대한 평가와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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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가중 F 척도를 이용한 모델의 검증 과정

그림 4. 유연 생산 시스템 모델의 배치도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θindividual을 통해 각각의 

이벤트 집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별 클래스들에 대해 평

가하고, 추가적으로 전체 모델의 검증을 위해 모든 클래

스들의 가중 F 척도 값들의 평균에 대해서 θoverall의 기준

으로 평가한다. θindividual과 θoverall은 의사결정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그 값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검증 방법론은 대부분 단순히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 시스템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평가에 그

치고 있다. Chung(2004)은 검증 결과 수정이 필요할 경

우에 기존의 검증 방법들은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지 

못한다고 서술하였다
[8].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

법은 클래스 기반으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

에,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이벤트들을 판단하고, 수정 

작업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가중 F 척도를 이용한 모델의 전체적인 검증 과정에 

대해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가중 F 척도를 이용한 검증 과

정은 보다 정밀한 모델의 검증을 위한 과정이며, 이에 따

라 많은 작업량을 수반한다. 또한 평균의 유사성을 보장

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균값의 유사 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초기에는 t-검정이나 카이제곱 검정 등의 

기존의 방법들을 통해 개략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모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중 F 척도를 이

용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모든 클래스가 θindividual 이상의 가중 F 척도 값을 가지

고 전체 클래스의 가중 F 척도 값의 평균이 θoverall 이상의 

값을 가지면 모델의 검증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전체 가중 F 척도 값들의 평균보다 낮

은 수치를 갖는 클래스들을 선정하고 이를 검토하게 된다. 
초기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클래스들이 θindividual 이상의 

가중 F 척도 값을 가지기 어렵다. 복잡한 모델의 검증 시

에는 θindividual을 넘지 못하는 클래스들을 모두 검토할 대

상으로 선정할 경우 상당히 많은 수의 클래스들에 대해 

일일이 검토해야 하며 이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
라서 검토할 클래스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 θindividual 이하

의 가중 F 척도 값을 갖는 클래스들 중에서 전체 가중 F 
척도의 평균값과의 비교를 통해 클래스들을 선정한다.

4. 사례 연구(Case Study)

앞서 제시한 검증 방법론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장에서는 유연 생산 시스템 예제를 통해 기존의 검증 

방법론들과 가중 F 척도의 검증 결과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가중 F 척도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적합

하지 않다고 판정할 때, 이후에 수정 단계에서 특정 이벤

트집합에 대해 검토하도록 제안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1 유연 생산 시스템 모델
모델은 로봇 2대와 버퍼 3개, 그리고 장비 1대로 구성

이 되어있다. 로봇은 각 로드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버
퍼에는 해당 시스템으로 로드의 투입을 위한 버퍼 2개와 

선･후처리 공정의 역할을 하는 버퍼가 있다. 각 로봇과 

장비의 용량은 1 EA이며, 모델의 배치는 그림 4와 같다.
투입 및 반송 버퍼는 총 25단으로 구성이 되고 중간버

퍼는 2단으로 구성이 되며 여기에서 선･후처리 공정이 이

루어진다. 장비는 총 2가지 공정을 수행하고 모든 로드는 

2가지 작업을 차례로 거치게 되며 장비에는 한 번에 두 

개의 로드가 실릴 수 있다. 전체적인 공정의 순서는 다음

과 같다. 무인운반차(AGV)를 통해서 로드들이 투입 버퍼

에 쌓이고 로봇1을 거쳐 중간 버퍼에 투입된다. 선처리 

공정을 마친 후, 로봇2를 통해 장비로 이동하여 공정1을 

마친 후 공정2를 수행한다. 공정을 모두 마친 로드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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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뮬레이션 모델 실행 화면

그림 6. 초기의 출력 데이터 비교

봇2를 통해 중간 버퍼에 투입되며 후처리 공정을 끝내고 

로봇1을 거쳐 다시 반송(투입) 버퍼에 쌓인다.
공정이 진공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

간 버퍼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배치되어있는 로봇2와 공정

1, 2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진공 상태이고 왼쪽에 배치

되어있는 지역은 대기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선･후처리 공

정은 중간 버퍼 내부의 기압을 바꾸어주는 작업이며, 이
는 버퍼 2단 모두에 동시에 적용된다.

4.2 Trace-driven 시뮬레이션의 적용
Trace-driven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시

간적인 순서로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입력 데이터를 

넣는 것이다
[10]. 즉, 시뮬레이션의 모든 환경을 실제와 동

일하게 하여 실제의 출력 데이터와 비교함으로써 모델 자

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프록시 서버(proxy server)의 스케줄링 알고리

즘의 평가
[15]

와 디스크 캐쉬(disk cache) 알고리즘 평가
[27] 

등의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툴로 AutoMod II를 

사용하고 입력 및 출력 데이터를 Excel과 연동하여 입력

하고 출력한다. 이 데이터들은 시간 단위의 데이터이며 

모델은 무수히 많은 종류의 입력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해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데

이터를 적용하지 않고, 무시해도 될 정도의 미세한 차이

만 갖는 입력 변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을 주며 그 외의 

변수에 대해서만 실제의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한다. 한편, 
다음은 예제 모델에서 사용될 입력데이터들이다.

• 무인운반차의 도착 시간

• 무인운반차에서 투입버퍼로의 상차(Loading) 시간

• 로봇1의 투입 버퍼에 대한 상차, 하차(Unloading) 

시간

• 로봇1의 중간 버퍼에 대한 상차, 하차 시간

• 중간 버퍼의 기압 변경 시간(대기→진공, 진공→대기)
• 로봇2의 공정1에 대한 상차 시간

• 로봇2의 공정2에 대한 하차 시간

• 로봇1의 이동 시간(투입 버퍼, 중간 버퍼 간)
• 로봇2의 이동 시간(중간 버퍼, 공정1, 공정2 간)

로봇의 상･하차 시간 및 이동시간은 무시해도 될 정도

의 미세한 차이만 존재할 뿐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

들에 대한 입력변수는 일정한 값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무인운반차의 도착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값들을 가

지게 되므로 실제 시스템에서의 도착 시간을 그대로 입력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간 버퍼의 기압 

변경 시간의 경우 시간 기준으로 작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압으로 변경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게 

되므로 시간의 변동성이 다른 작업들에 비해 크다. 따라

서 기압 변경 시간 역시 실제 시스템에서의 시간과 동일

하게 입력한다.

4.3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출력 데이터
위에서 나열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AutoMod 12.1.3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림 5는 모

델의 실행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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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타 방법들에 의한 초기 모델의 검증

검증 방법 통계량 값 기각역 유의 확률

t-검정 0 - 1

윌콕슨 순위합 검정 -0.028 - 0.978

카이제곱 검정 5.253 - 0.148

K-S 검정 0.010 - 1

TIC 검정 0.0004 0.3 -

표 4. 초기 모델의 혼동행렬

SR 73 74 75 76 77 78

73 0 1 2 0 0 0

74 0 5 13 16 1 0

75 0 14 98 40 5 0

76 0 15 39 27 4 0

77 0 1 7 1 0 0

78 0 0 2 0 0 0

표 5. 초기 모델의 여러 가지 척도

73 74 75 76 77 78

가중 

재현성
-0.02 0.125 0.619 0.306 -0.03 -0.04

가중 

정밀도
0 0.121 0.602 0.310 -0.02 0

가중 F 
척도

- 0.123 0.610 0.308 -0.02 -

실제 시스템에 대해 291개의 데이터 값이 존재하므로 

시뮬레이션 모델 또한 해당 개수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하

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뮬레이션 시간으로 약 2시간 

동안 모델을 실행하였다. 그림 6은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모델의 출력 데이터와 실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비교한 그

래프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73초와 78초 사이의 정수 

값의 tact time을 가지며, 이 범위 내에서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이벤트 집합을 갖는 로드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두 시스템간의 차이를 눈으로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로는 두 시스템이 유사하다

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4 검증 방법의 비교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실제의 데이터

에 대해 기존의 방법들로 모델 검증을 해 본 결과가 표 3
과 같이 나타났다. 모델 검증을 위해 SPSS 12.0k와 Excel
을 이용했다.

대부분의 검정을 통해서 거의 1에 가까운, 매우 높은 

유의확률이 얻어졌으며, TIC 검정과 같은 경우 0.3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충분히 잘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얻어진 TIC 값은 0.3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카이제곱 

검정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유의확률이 작게 나

왔지만 유의수준 0.05보다는 크기 때문에 두 시스템이 유

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들은 현재의 

모델과 실제 시스템은 같다는 가설을 어떠한 근거로도 기

각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중 F 척도를 통해 두 시스템을 비교해 보

도록 하겠다. 우선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출력 

값이 73에서 78 사이의 정수 값이므로 각각의 값을 동일

한 이벤트 집합을 갖는 하나의 클래스로 하여 총 6개의 

클래스를 정의한다. 표 4는 해당 모델의 검증을 위한 혼

동행렬이다.
가중 F 척도를 통한 모델의 검증을 위한 다음 단계로 

개별적인 클래스와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해

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자는 개별클래스에 대한 

평가 기준 θindividual = 0.6, 전체 클래스에 대한 평가 기준 

θoverall = 0.8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가정한다. 모델의 

검증 과정은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이 되며,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검증 과정을 완료한다.
이 혼동행렬을 통해 각 클래스 별 측정치를 구한 결과 

표 5와 같은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 음의 

값이 나온 것들은 해당하는 값에 대해 모델과 실제의 데

이터가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가중치를 주었

기 때문에 가중치에 따라 음수 값이 나올 수 있다. 클래스 

73과 78에 대한 F 척도 값이 없는 것은 가중 정밀도의 값

이 0이기 때문에 조화평균을 구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역수

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가중 F 척도의 값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이는 다른 검증 방법들에 의한 결과와 상당히 대비된다. 
다른 방법들은 현재의 모델이 실제 시스템과 다르다는 판

단을 하지 못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두 시스

템이 차이가 있다고 검증하였다.
한편, 클래스 75를 제외하고 가중 F 척도가 앞서 가정

한 θindividual = 0.6보다 낮은 5개의 클래스들 중에 가중 F 
척도들의 평균 값 0.169보다 낮은 수치를 갖는 클래스 73, 
74, 77, 78에 대해서 각각의 이벤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해당 클래스들에서 중간 버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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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정 후 출력 데이터 비교

표 6. 타 방법들에 의한 수정된 모델의 검증

검증 방법 통계량 값 기각역 유의 확률

t-검정 -0.107 - 0.914
윌콕슨 순위합 

검정
-0.145 - 0.885

카이제곱 검정 0.279 - 0.960
K-S 검정 0.083 - 1
TIC 검정 0.0002 0.3 -

표 7. 수정된 모델의 혼동행렬

SR 73 74 75 76 77 78

73 3 0 0 0 0 0

74 0 33 2 0 0 0

75 0 3 110 44 0 0

76 0 1 44 39 1 0

77 0 0 0 0 9 0

78 0 0 0 0 0 2

표 8. 수정된 모델의 가중 F 척도

73 74 75 76 77 78

가중 F 척도 1 0.915 0.699 0.457 0.947 1

표 9. 최종 모델의 가중 F 척도

73 74 75 76 77 78

가중 F 척도 1 0.915 0.935 0.898 0.947 1

기압 변경 과정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모

델을 수정하였으며, 그 때의 실제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모델의 출력데이터를 비교한 그래프가 그림 7에 나타나 있

다. 초기 모델보다 확연히 두 개의 그래프가 더 유사하게 

겹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의 방법들로 모

델의 검증을 한 결과 표 6과 같은 유의 확률을 얻었다.
수정 후에도 대부분의 검정을 통해서 1에 가까운 유의 

확률을 얻어낼 수 있으며, 카이제곱 검정의 유의 확률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수정된 

모델의 혼동행렬을 나타낸다.
이때의 가중 F 척도는 표 8과 같이 얻어지며 대부분의 

클래스에 대해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클래스 76의 가중 F 척도가 θindividual = 0.6
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벤트에 대해 검토하

였으며 그 결과 공정1의 작업 시간에 미세한 지연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시간이 중복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얻어낸 가중 F 척도는 다음

의 표 9와 같다. 모든 클래스들이 평가 기준 θindividual = 
0.6 이상의 가중 F 척도 값을 가지며 이들의 평균값도 

0.949로 평가 기준 θoverall = 0.8보다 큰 값을 가지므로 모

델의 검증 과정을 완료한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시뮬레이션 분석에 있어서 모델의 검증은 상당히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한다. 입력데이터를 실제 시스템과 동일하

게 사용하는 Trace-driven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델 자

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뢰

성 있는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검증 방법

들은 특정 통계량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평가가 어려웠다. 그러

나 가중 F 척도를 이용하여 모델을 검증하면 각각의 이벤

트집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별 클래스들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평가 결과는 수정 작업을 할 때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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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각각의 이벤트 집합에 대해 개별적인 클래스를 

설정하게 되면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고려해야 할 클래스

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며 그에 따라 평가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클래

스의 구분법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가중 F 척도를 사용하

여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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