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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열차 중수선 시설은 검수 연수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열차

를 정비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 하며, 철도 차량의

안전성과 물류 시스템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은 국

내외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 방법의 제시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열차 중수선 시설은 시스템 자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

하고, 체계적인 설계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중수선 시설의

성과를 측정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수선 시설의 내부

설비와 작업 사이의 상호 작용과 동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측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1, 2]. 시뮬레이션

분석은 분석적인 모델이나 수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쉽게 모

사 할 수 없는 중수선 시설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의 분석

에 매우 적합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4]. 시

뮬레이션 모델은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설계 방안을 나

타낸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설계자는 기대되는 설계 목적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출력 변수를 분석하

게 된다. 특히, 열차 중수선 시설에서, 시뮬레이션은 최적의

설계 방안을 선택하거나 또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 할 것이다. 출력 변수의 분석에 있

어서 경영 과학, Operation Research, Heuristic Method 등의

분석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5].

최근의 시뮬레이션 분석은 대부분 전문적인 시뮬레이션 소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각 소프트웨어에서

는 분석 툴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어, 시뮬레이션 설계 전문

가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6]. 하지만 비

숙련 설계자 뿐 아니라 전문 설계자에게도 시뮬레이션 설계

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계 자체가 불가능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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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동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 된 기법은 열차 중수선 시설의 설계 및 분석에 있어서

시뮬레이션과 메타 모델을 이용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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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모델의 수정 및 변경에 대

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메타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분석을 좀 더 빠르게 활

용하고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한 시뮬레이션 최적해를 제시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설계자

와 시스템 운영자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시뮬

레이션은 그 자체적으로 연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게 되고,

현실 시스템에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

게 된다.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설계자와 운영자 사이의 의

사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최적해 집합을 제시함으로서,

운영자가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최적 대안을 적용하는데 있

어서의 의사결정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2 기존 연구

열차 중수선 시설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되

지 못하였는데, 엄인섭 등(2007)은 열차 차량기지를 시뮬레

이션 모델링 및 분석을 수행 후,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 Hani

Yasimina 등(2007)은 유전자 알고리즘과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 중수선 시설의 최적 스케쥴 선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7].

또한 엄인섭 등(2009)은 열차 중수선 시설의 최적 설계를 위

하여 체계적인 모델링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여러 가

지 설계 대안의 선택을 위하여 다 기준 의사결정 방법(Multi

Criteria Decision Making)을 활용한 기법을 전기기관차 중

수선 시설을 사례로 제시하였다[2].

복잡한 시스템 증가, 시뮬레이션 실험 횟수 증가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메타 모델에 관한 연

구는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Kleijnen 등(1998),

Durieux 등(2003)은 회귀 메타모델(Regression MetaModel)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강정윤 등(2006)은 반응 표

면 분석(Response Surface Method)를 시뮬레이션과 활용한

기법을 제시하였다 [8-10]. 또한 엄인섭 등(2007)은 시뮬레

이션과 회귀 메타 모델을 활용한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산

출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11].

하지만 열차 중수선 시설과 같이 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면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그 결과 실험 횟수는 증가하

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실험 전,

Critical Path(CP)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실험 횟수

를 감소시키고 시스템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메타모델 구축

을 통한 최적해 집합을 제시하는 기법을 나타내고자 한다.

1.3 연구 수행 방법

시뮬레이션 설계 후 중요 변수와 설계 변수를 선택하게 되

는데 중요 변수는 시스템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는 변수

를 선택하여야 하며, 설계 변수는 중요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프로세스의 Critical

Path(CP)를 분석하여 CP내의 변수를 설계 변수로 선정하였

다. 그 다음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중요 변수에 영향을 주

는 설계 변수를 선택하여 Multi-Factorial 분석을 실시한다.

그 후 분산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계 변수를

선택하여 회귀 분석 식을 구성하고 제약 조건을 추가하여 다

목적 비선형 계획법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파레토 최적해

집합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의 최적해 집합을 제시하게 된다.

Fig. 1 The analysis method of the train overhaul maintenance

facility (TOMF)

2.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 설계

본 장에서는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Electric Locomotive

Overhaul Maintenance Facility : ELOMF)의 시뮬레이션 설

계에 관한 설계 방법론을 제시한다.

2.1 시뮬레이션 설계

시뮬레이션 설계는 실제 중수선 시설의 메타 모델이라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시스템과 정확하게 똑같은 시

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7]. 따라서 최

대한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의 자료와 분석을 통하여 시

뮬레이션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 중수선 시설의 설

계자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ig. 2 The MetaModel Concept of the TO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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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 설계는 편성, 차량으로 구분하

여 설계한 후, 차량을 차체, 대차 그리고 세부 분석 작업으

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뮬

레이션 모델링은 시뮬레이션 설계자가 자신이 가장 정확하

게 구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하

며, ARENA, SIMAN, ProModel, AutoMod II 등 최근의

분야 별로 특정화하여 구분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12]. 본 논문에서는

AutoMod II를 이용하여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에 관한 시

뮬레이션 설계를 실시하였다 [13]. Fig. 3은 본 논문에서 사

용 한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 전경을 나타

낸다.

Fig. 3 The simulation model for the ELOMF

2.2 중요 변수 선정

중요(종속) 변수 (Critical Factor)는 시스템의 성과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변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요 변수로

성과 측정에 가장 중요한 차량 별 Cycle Time(CT), 각 기

기 별 이용률, 트레버서 이용률 그리고 총 처리량을 선정하

였다. 열차 중수선 시설은 대부분 정기 검수(Time based

Maintenance)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1]. 그러므로

차량 별 CT은 열차 중수선 시설의 검수가 제대로 수행 될

수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어서 선

정 되었다. 각 기기 별 이용률 및 트레버서 이용률은 검수

및 이동 장비의 예방 정비 및 병목 구간의 확인이 가능한

변수이고, 총 처리량은 정기 검수에 따른 정비가 수행되지

만 중수선 시설의 최대 처리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선정

이 되었다.

2.3 Critical Path 분석을 이용한 설계 변수 선정

설계(독립) 변수(Design Parameter)의 선정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크기 및 실험 횟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타 모

델의 관점에서 설계 변수의 최소화를 통한 최대 효과를 나

타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선정을 위해서는 초기 모델 및 실험 횟수는 커

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P 분석을 통

한 설계 변수의 선정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CP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CP안에 있는 프로세스 시간이 종속변수에 가

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CP의 프로세스를 설계 변

수로 선정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 반영 설계 변수

가 될 것이다.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전체 프로세스는

엄인섭 등(2009)이 제시한 “열차 중수선 시설의 최적 설계

를 위한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에서의 프로세스 분석을 활

용하였다 [1].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CP는 아래 Fig.

4와 같다. 그 중에서 설계 변수의 변동이 가능 한 작업을 설

계 변수로 선정하였다. Fig. 4에서 점선으로 표시 된 작업을

본 실험의 설계 변수로 선정하였다.

Fig. 4 The Critical Path and Design Parameters for the ELOMF

2.4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중요 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감도 분석 기법을 제시한다. 민감도 분석은 하

나의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종속 변수가 어떻게 반응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서 관측하는 기법이다.

Durieux and Pierreval(2004)는 하나의 독립 변수에 대한 민

감도 분석과 독립 변수 사이의 상호 효과를 분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설계 변수의 값과 에러 값을 선정하여서 에

러 값 만큼의 변화에 종속 변수가 어떻게 반응 하는지 실

험을 실시하였다 [9]. 에러 값의 선정은 표준 시간에 설계

자가 허용 가능한 차이 만큼의 시간을 표시하여서 분석을 하

게 된다. Table 1은 설계 변수와 표준 시간과 에러 값에 관

한 민감도 분석 입력 변수를 나타낸다 [13].

 

Table 1 Time and error value of design parameters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Design Parameter Standard Time (Hr) Error (Hr)

입장 검사 1 0.2

각 부 결선 해체 6 1

지붕 취거 2 0.5

변압기 취거 4 1

각 부 조립 3 1

지붕 및 각 부 조립 3 1

차체/대차 결합 1 0.2

각부 시험 8 1

총괄 기능 검사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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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민감도 분석에 관한 결과를 나타낸다. CP 분석

을 통한 9개의 설계 변수에 관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

였다. 본 논문에서의 민감도 분석 실험은 9개의 설계 변수

중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를 축소하여 최

소의 설계 변수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메타 모델을 구성하

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설계 변수는 각 기기 별 이용률 및

트레버서 이용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 별 Cycle Time 및 총 처리량은 설계 변

수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중수선 시설

의 특성 상 전체 공정 중에서 기기의 이용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시스템의 성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별 Cycle Time 및 총 처리량

에 관한 세부 분석 결과 각 부 조립, 변압기 취거, 입장 검

사는 상대적으로 Cycle Time 및 총 처리량에 큰 영향을 주

지 않아서 설계 변수에서 제외 시켜 총 6개의 설계 변수를

선정하였다.

2.5 Multi-Factor를 이용한 실험계획법

민감도 분석을 이용하여 선정 된 6개의 설계 변수에 관하

여 메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Multi-Factor 실험을 실시하

였다. 설계 변수 별 민감도 분석의 에러 값을 반영하여 Low,

Medium, High의 3수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5회의 반복 작

업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선정 된 6개의 설계 변수 및 각

변수의 실험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체 실험의 수행 회수

는 729(36×5)가 되며 Autostat V. 4.4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9]. 실험 결과는 메타 모델의 식 구성을 위한 입

력 변수로 사용이 될 것이다.

3.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 분석

본 장에서는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 설계

를 다 목적 비선형 계획법(Multi-Objective Non-Linear Pro-

gramming : MONLP)을 이용하여 설계 변수 최적화를 위한

분석 방법으로 제시 할 것이다. 그러면 MONLP는 시뮬레이

션 설계의 메타 모델 개념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개념은 Fig. 2에서 설명 한 시뮬레이션이 시스템의 메타 모

델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인 MONLP는 중요 변수(종속 변수)를 목적 함수

로, 설계 변수(독립 변수)의 구간 및 중요 변수의 제약을 제

약 식으로 구성하여 최적의 설계 변수를 찾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러나 실제 설계 변수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 변

수를 최적화 시키는 설계 변수를 찾는 방법 보다는 최적의

설계 변수 집합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

하여 변수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계 변수 집합을 목적함수로 구성하고 중요

변수 및 기본 가정을 제약 조건으로 MONLP를 구성하였다

[1, 10, 11].

3.1 목적 함수 구성

설계 변수를 이용한 MONLP의 목적 함수를 구성하기 위

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사용하였다.

step1. 설계 변수 정의를 통한 목적 함수 구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CP에서의 설계 변수를 이용하

여 벡터 집합의 목적함수를 구성한다. 그리고 각 변수 별 상

한 값과 하한 값을 정의한다.

: 설계 변수의 벡터 집합 (1)

 : 설계 변수

step2. 설계 변수의 정규화

각 설계 변수의 상이한 구간 및 단위, 상·하한 값의 동

일한 적용을 설계 변수의 정규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 정규

화에 관한 식은 식 (2)와 같다.

(2)

: 상한값

: 하한값

for i = 1, 2, ..., n, j = 1, 2, ..., m

step3. 중수선 시설의 목적 함수 구성

민감도 분석 수행 후 선정 된 6개의 설계 변수를 이용하

여 아래 식 (3)과 같이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목적 함

수를 구성하였다.

(3)

Table 2 Design of Experiment with Multi-Factor

Design Parameter Low, Medium, High Time (Hr)

각 부 결선 해체 5, 6, 7

지붕 취거 1.5, 2, 2.5

지붕 및 각 부 조립 2, 3, 4

차체/대차 결합 0.8, 1, 1.2

각부 시험 7, 8, 9

총괄 기능 검사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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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sensitivity analysis for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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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부 결선 해체의 정규화 변수

 : 지붕 취거의 정규화 변수

 : 지붕 및 각 부 조립의 정규화 변수

 : 차체/대차 결합의 정규화 변수

 : 각 부 시험의 정규화 변수

 : 총괄 기능 검사의 정규화 변수

3.2 제약 조건의 구성

본 논문에서는 제약 조건을 구성하기 위하여 설계 변수의

상·하한 값 및 비음 조건을 이용한 제약 식과 중요 변수

에 관한 조건을 제약 식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step1. 설계 변수의 상·하한 값 및 비음 조건

설계 변수의 상·하한 값은 목적 함수의 정의를 제약 조

건으로 추가 하였으며, 중수선 시설의 설계 변수는 음수를

가질 수 없으므로 비음 조건 또한 추가 되었다.

(4)

식 (4)를 이용하여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설계 변수

에 관한 제약 조건을 식 (5)와 같이 선정하였다.

 (5)

 

 

 

step2. 중요 변수의 제약 조건 식

중요 변수의 제약 조건식은 2.5절의 Multi-Factor를 이용

한 실험 계획법을 이용하여 중요 변수에 관한 메타 모델을

구성 한 후 상·하한 값을 이용하여 제약 식에 추가하였다.

step2.1. 중요 변수의 메타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스템을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메타 모델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추정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즉, 시뮬레이션 메타 모델은 시뮬레이션의 수행을 근사 수

식을 가지고 추정하게 된다. 회귀 메타모델은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수식이 구성되어 지는데 설계 변수와 중요 변수 사

이의 시뮬레이션 영향 및 행동을 추정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 된다고 할 수 있다. 메타 모델 식의 구성을 위하여 분

산 분석 표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분석 한 후, 비 표준화 계

수를 이용하여 회귀 모형을 산출하게 된다 [8, 14-16].

Table 3을 보면 유의확률이 모두 0.000으로 유의수준(α=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R2
adj로 각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메타 모델이 시뮬레이

션을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총

처리량에 관한 회귀 모형을 식 (6)에 나타내었다. 수식 표

현의 편의 상 zi(xj)를 xi로 표현 하였으며, 모든 항이 중요

변수에 영향을 주어서, 제거 변수로 된 변수는 없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Cycle Time(y11~y18)에 관한 회귀 모형도 식

(6)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총 처리량 : 

(6)

step 2.2. 중요 변수의 상·하한 값 제약 조건식 적용

회귀 분석 수행 결과를 가지고, 중요 변수의 상·하한 값

을 적용하여 제약 조건에 추가 하였다.

(7)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메타 모델에 적용 된 수식은

식 (8)과 같다.

, 

, 

, 

, 

(8)

위의 step을 적용한 MONLP의 최종 형태는 식 (9)와 같다.

(9)

such that

, 

, 

, 

, 

for i = 1, 2, ..., 6, j = 1, 2, 3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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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Variance for the critical factor (α=0.05)

Critical

Factor
Definition 자유도 F-Value 유의확률 R2

adj

y11 2Y검수 CT 728 358963.458 0.000 0.835

y12 3Y검수 CT 728 25629.456 0.000 0.746

y13 4Y검수 CT 728 425699.100 0.000 0.925

y14 6Y검수 CT 728 345162.230 0.000 0.814

y15 8Y검수 CT 728 47825.420 0.000 0.754

y16 12Y검수 CT 728 502369.756 0.000 0.884

y17 18Y검수 CT 728 382569.326 0.000 0.915

y18 T2검수 CT 728 15239.207 0.000 0.712

y2 총 처리량 728 5364587.12 0.00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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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수선 시설의 다 목적 비선형 계획법

다 목적 비선형 계획법(MONLP)의 해를 산출하기는 매

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논문들은 직접

적인 해를 산출하기보다는 Heuristic Method를 이용하여 해

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즉, 다 목적 함수를 단

일 목적함수로 변환 하거나, Compromising Programming,

Goal Programming, Genetic Algorithm, Data Envelopment

analysis 등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찾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17].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최적해를 찾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되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된다. 또한 최적해를 산출

한다 할지라도 전략적 또는 운영적 설계 변수의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MONLP의 최적해 보다는 최적해 집합을 찾는 목적으

로 파레토 최적해 집합의 산출을 고려하였다. 이 방법은

MONLP의 구성이 완료 된 후 제약 조건을 활용하여 파레

토 최적해 집합을 산출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파

레토 최적해 집합의 산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step1. 입력 변수 및 초기화

입력 변수 : z1(x j), z2(xj), ..., zn(xj) y1, y2, ..., ym

for : 설계 변수

: 중요 변수

Initialize Zi←0

실험을 통하여 가능해 집합을 입력하고 z값을 초기화 한다.

step2. 중요 변수에 의하여 지배되는 집합 선정

for each  do

Update the set zi of potentially efficient

solution set with zi(x), yi

repeat

for each  do construct 

if zl is not dominate zk then 

Update the set zl of potentially efficient 

solution set with yl

중요 변수의 제약 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벡터 집합에 지

배되지(dominate) 않는 집합을 선정한다 [18, 19].

step3. 정규화된 설계 변수의 변환

xi← zi(x)

정규화된 설계 변수를 원래의 설계 변수로 변환을 시킨다.

전기 기관차 중수선 시설의 MONLP의 파레토 최적해 집

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분석하여 보면 중요 변수

들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해

를 찾는 것 보다는 최적해 집합을 제시하여 설계자에게 설

계 변수에 대한 다중 대안 제시함으로서 실제 시스템의 적

용에 대한 유동성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다중 대

안의 장점은 전략적 또는 운영적인 변수의 변화에 따른 설

계 변수의 변경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성과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또한 메타 모델의 관

점에서, , 에러 값(ε~N(0, σ2))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면 최적해 사이의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적해 집합을 제시하는 것이 설계 변수 적용

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결과 값의 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최적해를 제시해야하는 경우라면 각 집합 별 반

복 실험 및 비교, 분석을 통하여 최적해를 선정하여야 할 것

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차 중수선 시설의 설계 변수 적용에 있

어서 시뮬레이션과 메타모델을 이용한 최적의 설계 변수 집

합을 제시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열차 중수선 시설과 같

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 설계에 있

어서 Critical Path와 민감도 분석을 제시하여 분석의 적용

을 위한 설계 변수의 축소 및 실험 횟수의 감소 기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목적 함수를 설계 변수의 벡

터로 구성하고, 제약 조건에 종속 변수와 설계 변수 영역으

로 구분하여 제약 식을 구성하였고 파레토 최적해를 이용하

여 최적해 집합을 산출하였다. 목적함수의 구성은 각 설계

변수의 상·하한 값이 상이하여 설계 변수의 정규화를 통

한 벡터를 구성하였으며 제약 식에서는 메타모델의 한 방법

인 회귀 메타 모델을 구성하여 유의한 회귀 식과 설계 변

수의 가능 구간을 제약 식으로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구성

된 MONLP는 직접적으로 최적해를 구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파레토 최적해 개념

을 이용한 설계 최적해 집합을 제시하였다. 최적해 집합 중

에서 최적해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 설계 변수 집합

의 반복 실험을 통하여 다 기준 의사 결정, 평균 비교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요 변수 사이의 분석을 통하여 최적해를

zi xj( ) X∈

yi Y∈

yi Y∈

yi Y∈ zi Z∈

Table 4 Optimum solution sets for the ELOMF

Set set1 set2 set3 set4 set5 set6 set7

x1 5 5 5 5 5 6 6

x2 2 2 2 2.5 2 2 2.5

x3 2 3 2 2 2 3 2

x4 1.2 0.8 0.8 0.8 0.8 0.8 1

x5 7 8 8 8 8 7 7

x6 8 7 7 7 7 7 7

y11 15.42 14.235 15.782 15.385 15.621 15.85 15.841

y12 14.81 16.322 15.906 16.021 16.244 16.84 16.852

y13 17.165 18.023 17.045 17.246 18.201 18.245 18.54

y14 18.029 18.45 18.032 18.124 18.044 18.301 18.245

y15 21.23 22.035 21.521 22.36 21.354 22.75 23.062

y16 21.82 23.412 22.062 22.89 22.01 23.01 22.921

y17 26.562 27.120 26.105 27.25 27.36 27.69 27.075

y18 4.213 5.21 4.785 5.103 5.21 5.01 5.89

y2 130.56 129.56 134.02 130.12 128.35 127.45 128.36

y f x
1
x
2
… xn, , ,(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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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을 통해

• CP와 민감도 분석을 통한 설계 변수의 선정과 축소

•열차 중수선 시설의 시뮬레이션과 메타 모델을 이용한

 수리적 기법의 적용

•최적해 집합 제시를 통한 설계 변수의 유연성 확보

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열차 중수선 시설 뿐 아니

라 다른 복잡한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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