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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 개인화 시대로 접어들고 개인화된 제품 생산이 증

가되면서 제조공정은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한 유연한 생산공정 시스템이 필요로 되고 있다(G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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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manufacturing environment becomes more complex, traditional simulation models alone are having a 

lot of difficulties in reflecting real-time manufacturing situations. Although the Digital Twin concept is active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ses issues, many studies are being carried out only in the product 

design phase. This research presents a Digital Twin-based manufacturing environment framework for applying 

the Digital Twin concept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Twin model that is operated in virtual space, physical 

system and databases describing the actual manufacturing environment, are proposed as detailed components 

that make up the framework.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proposed framework, a simple Digital Twin-based 

manufacturing system was simulated in a conveyor system using Arena software and Excel VBA. Experiment 

results have shown that the twin model is transmitted real time data from the physical system via DB and were 

operating in the same time unit. The Excel VBA fitted parameters defined by cycle time based on historical data 

that real-time and training data are being accumulated together. This study proposes operating method of digital 

twin model through the simple experiment examples. The results lead to the applicability of Digital twin model. 

Key words : Digital Twin Framework, Digital Twin-based Manufacturing Environments, Virtual(cyber) Space 

simulation, Data interconnection, Experimental testbed

요   약

제조환경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실시간 현장 결과를 평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Digital Twin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제품설계 단계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Digital Twin개념이 생산 공정 프로세스에 적용되기 위한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프레임 

워크를 제시하였다. 구성요소는 실제 생산환경인 물리적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가상 시스템인 트윈 모델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Arena 소프트웨어와 엑셀 VBA를 활용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대상으로 간단한 Digital Twin 기반 제조

시스템을 모의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트윈 모델이 실제 물리적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 동일한 시간단위로 작동됨

을 확인하였고, 엑셀 VBA에서 축적된 실시간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된 파라미터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간단한 모의실험을 통해 Digital Twin 모델 구동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Digital Twin 모델의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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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n, 2018). 이와 더불어 국내 Digital Twin 시장은 

2023년까지 평균 16.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

고 있지만 세계 Digital Twin 시장 연 평균 성장률의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일원화되지 않는 프레임워크

와 분산된 데이터로 인해 제조공정에 Digital Twin 기술

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장예지, 2019). 특히 대부분 주문생산방식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은 주문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이클 

타임의 변화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석 및 평가

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에서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새로운 제조공정 시스

템 개발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onics, GE)의 산업 

인터넷, 가상 물리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 

중국제조 2025와 같이 세계 각 국가들은 제조공정의 스

마트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그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는 공장 내 설비와 센서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

집 및 분석되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모니터링하고, 이

를 분석하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미래형 공정 시스템

이다. 이러한 미래 제조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실제공정(이하 물리적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가상공

정(이하 가상 시스템)을 융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Kritzinger et al, 2018). 따라서 최근 제조공정의 발전을 

위해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융합을 추구하는 

Digital Twin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Rosen et al, 2015).

Digital Twin은 실제 물리적인 자산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한 디지털 쌍둥이를 모의 실험하여 물리적 자산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되고 있다(Leng et 

al, 2019). 또한, Digital Twin은 국제 시장조사 전문기관

인 가트너에서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10대 기술 중 하나

로 지목했을 정도로 유망한 기술이며, 현재 세계 시장에

서는 GE, 다쏘, PTC 등의 업체들이 Digital Twin 기술을 

개발 중이다(Fourgeau et al, 2016). 국내에서는 LG와 

PTC가 5G 기반 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을 위해 MOU

를 체결하는 등 Digital Twin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

으로 증대되는 실정이다.

Fig. 1과 같이 Digital Twin은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의 실시간 연동을 통해 물리적 자산의 움직임을 

동일하게 구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조 공정을 예로 

들면, 설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상

공정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한다. 물리적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상 시스템에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됨과 동시에 가상의 데이

터를 생산해낸다. 결과적으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와 가상 시스템에

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Digital Twin을 지속적으

로 개선시킨다(Tan et al, 2019).

Fig. 1. Digital Twin Scheme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모델과 Digital Twin 기반의 시

뮬레이션의 차이점은 Fig. 2와 같다. 전통적인 시뮬레이

션 모델에서는 확률적 또는 확정적 파라미터가 입력되고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한다. 즉, 모델 형태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제조환경에서는 내․외

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조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특성이나 기능들이 동적으로 변화된다. 이

는 전통적인 시뮬레이션 모델과 실제 제조환경의 차이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Digital Twin 기반 시뮬레이션은 실제 현장의 상황을 나타

내는 실시간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가상 시스템이 현실과 

동기화되어 복잡한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다. 

Fig. 2. Conventional vs Digital Twin based simulation 

Digital Twin의 활용은 원거리에서도 제조 공장의 현

재 상황을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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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win은 제품 설계에서부터 생산, 운영 및 유지보

수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가시화함으로써 전체 공장

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상 시스템에서 통합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Digital Twin 기술이 제조환경에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생산 환경에 맞춰 생산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되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로 대량

생산 체제 하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고 제품 종류

가 적기 때문에 기존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도 충분히 

우수한 생산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생산

해야 되는 제품의 종류가 복잡해지고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속성을 갖는 제조공정의 설비고

장, 생산속도, 공정재고율 등 생산환경의 불규칙성이 커

짐으로써 기존 시뮬레이션 분석으로는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물리적 요소(자재, 설비 등)와 제조 흐름을 가상

으로 표현하여 모델링 함으로서 제조 및 생산계획의 조정

과 운영 데이터 수집을 통한 분석 및 예측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Digital Twin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gital Twin 제조환경 프레임 

워크는 물리적 시스템, 가상 시스템, Digital Twin 데이

터베이스(이하 DB라 함), 생산계획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본 연구는 Digital Twin 제조환경 프레임 워크에서 4

가지 요소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각 요소들이 서로 연동

되는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2장에서는 Digital Twin을 제조공정에 적용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프레임 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4장에서는 제조환경에 Digital Twin 개념을 적용한 모의

실험 환경과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5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Digital Twin 기술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연

례행사인 ‘MINDS + MACHINES 2016’에서 처음 공개

됐다. GE사는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기

술을 기반으로 실제공정과 가상공정이 일원화된 제조시

스템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서 공정의 문제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함과 동시에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여 현장

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Lee and 

Lee, 2015). 컨설팅업체 맥킨지(McKinsey)는 Digital Twin 

시장이 2025년까지 3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

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 가트너

(Gartner)도 Digital Twin 기술을 2018년 10대 핵심 미래 

기술로 지목했다(Gartner, 2017).

Digital Twin 기술의 핵심은 가상 세계가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모사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이다(Negeri et al, 2017). 제조공정에서 실제

공정과 가상공정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기술은 Digital 

Twin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조공정 혁신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Sauter and Lobashov, 2011). Fig. 3은 제조공정의 

4가지 혁신단계를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통

신 기술의 부재로 제조공정 혁신이 물리적 시스템을 기

반으로 이루어졌고, 비효율적이면서 비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통신과 컴퓨터의 발전

으로 가상공정을 이용한 공정혁신이 시도되었지만, 가상

공정과 실제 공정 간의 확률적 오차가 가상공정의 신뢰

를 떨어뜨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물인터넷, 빅 데이

터, 센서, 인공지능 등 두 공정 간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가상공정의 신

뢰도가 올라갔다. 미래에는 가상공정과 실제공정을 연동

한 공정혁신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The evolution process of shop-floor

그러나 현재 Digital Twin 기술은 개념정립 수준에 머

물고 있고, Digital Twin 제조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다(Posada et al., 

2015). Yang et al.(2017)은 원형 레일을 움직이는 기차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이 실제 모형의 데이터를 받

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두 개

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계하였고, 1개의 시뮬레이션은 

실제 모형을 나타내고, 다른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모형으

로 가정하여 진행되었다. Erikstad(2017)은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CAD와 CAE와 실제 제품을 실시간으로 연

동하여 자전거 제품 디자인과 설계분야에 적용하였다. 

Boschert와 Rosen(2016)은 CNC설비의 최적 운영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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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고장 예측을 위해 Digital Twin 기반의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안했다. Tao & Zhuang(2018)은 제조공정에 

Digital Twin 개념을 적용하고, 운영 매커니즘과 Digital 

Twin 핵심요소들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

을 정의했다. Zhuang et al(2018)은 복잡한 제품 조립 현

장에서 디지털트윈기반 스마트 생산관리 및 제어 방식 

프레임 워크를 제안했다. Tan et al(2018)은 실제공정을 

묘사한 모형과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가상공정을 연동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설비가 중심인 Digital Twin 공정 개발

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제조공정의 생산성은 단일 설비의 

최적화된 관리뿐만 아니라 공정의 전체적인 생산 스케줄

링, 재고관리, 작업관리, 인력 스케줄 등의 최적화된 통제

로부터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공정

의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의 인터커넥트를 실현하기 위

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Digital Twin 공정 프레임 워크

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3.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프레임 워크

3.1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프

레임 워크는 Fig. 4와 같이 물리적 시스템, 가상 시스템, 

DB, 생산계획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시스템은 자재, 작업자 등의 생산 요소 데이터, 

설비 용량, 가동률 등의 생산 프로세스 데이터 등으로 구

성되고 생산계획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스케줄을 기반으

로 작업을 수행한다. 가상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기 위한 설비 및 자재의 기본요소를 데이터로 포함한다. 

가상 시스템은 실제공정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사용자 정

의 기반의 결과 값을 DB에 제공하며,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수행되는 트윈모델과 파라미터 조정을 수행하

는 VBA로 구성된다.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프레

임 워크에서 DB는 물리적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저

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상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 정

의 데이터와 파라미터 조정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저장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계획 시스템은 ERP, MES 등 통합 

서비스를 포함하며 고객 주문과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최

적의 작업 스케줄을 생성하고 물리적 시스템에 전달한다.

물리적 시스템, 가상 시스템, 생산계획 시스템은 서로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가상 시스템이 물리적 시스템

을 모사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물리적 시스템의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상 

시스템은 물리적 시스템 및 생산계획 시스템과 연동되어 

물리적 시스템의 상태 데이터뿐만 아니라 작업이력

(Behavior)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의실험을 통한 최적화 

전략을 도출하여 생산계획 시스템에 전달한다. 

Fig. 4. The framework of Digital Twin based simulation

3.2 제조 운영 메커니즘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Digital Twin기반 제조환경에서의 운영 메커니즘은 크게 

생산 이전 단계, 생산 진행단계 및 생산 이후 단계로 구

분되며 이를 생산 사이클로 정의한다. 

생산 이전 단계(Before production)에서 생산계획 시

스템은 주문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

해 이전까지 DB에 저장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생산계획이 수립된다. 

생산 진행단계(During production)에서 물리적 시스템

은 최적화된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생산이 

진행되는 동안 IoT 기술을 활용하여 설비, 작업자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 정보가 DB로 전송된다. 한편 

가상 시스템의 트윈 모델은 DB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받아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시뮬레이션을 구동

한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파라미터를 입력할 

때 관찰된 값의 확률분포가 사용되지만 실제공정과 동일

하게 움직이는 트윈 모델은 실제 물리적 시스템과 같은 

속도로 구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상공정을 구현할 때 

확률분포에 따른 파라미터 입력보다는 실제공정에서 수

집된 실시간 데이터를 트윈 모델의 파라미터로 사용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미리 설계하여 트윈 모

델이 작동하는 동안 수집된 운영데이터와 사용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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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DB로 전송한다. 

생산 이후 단계(After production)에서는 현재까지 DB

에 축적되어 있는 과거 정보를 활용하여 차기 생산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는 조정된 파라미터를 도출한다. 과

거 정보는 생산 진행단계에서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와 

트윈 모델을 통해 수집되는 사용자 정의 및 학습 데이터

가 함께 저장된 형태이다. 만약 한 생산주기 동안 학습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생성되

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의된 횟수만큼 가상 시스템인 트

윈 모델이 추가적으로 구동되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 

트윈 모델의 추가적 구동을 위한 입력 데이터는 확률적 

파라미터가 이용되며, 과거 정보의 통계분석이나 AI 등 

Data fitting을 통해 생성된다.

4. Digital Twin 기반 제조환경 모의실험

가트너에 따르면 Digital Twin은 Fig. 6과 같이 구현 

범위에 따라 수준이 구별된다. 레벨 1은 Digital Twin 모

델의 시각화와 속성 정보 변경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

을 포함하며, 레벨 2는 IoT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에 실제 사물이나 시스템과 1대1 

매칭이 되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레

벨 3은 운영 중인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 및 분석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실제 사물을 제어하는 영역까지 

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모의실험의 기능적 범위는 레벨2

를 포함하며, 레벨 3의 예측과 최적화기능을 제외한 분석

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첫 번째로 레벨 2의 수준을 달

성하기 위해 트윈 모델이 물리적 모델과 동일하게 구동

하는 것을 확인하며, 이는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에서 동일한 결과 값이 도출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두 

번째로 레벨 3의 분석 기능을 포함하고자 트윈 모델과 

VBA를 통해 향후 생산계획을 위한 생산기준시간(Tact 

time)을 도출하도록 설계하였다.

Fig. 6. Level of Digital Twin

4.1 모의실험 환경 구축

본 연구는 모의실험 환경은 실제 제조환경과의 연동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Fig. 7과 같이 

Fig. 5. Digital Twin based manufactur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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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제조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물리적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상 제조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Arena 시뮬레이션 내 Advanced process 

패널의 route, seize, release 모듈을 활용하였다. Route 

모듈을 통해 자재 이동을 처리하였고, Seize 모듈은 컨베

이어 시스템의 Cell을 묘사하고 자원 점유 및 작업 처리

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했다. Seize 모듈의 자원용량은 1

로 설정하였다. 작업 처리시간 단위는 분이며, 실제 설비

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엑셀 VBA에서 제공하는 

확률분포를 따르도록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자재의 작업

이 완료되면, 점유한 Cell을 Release 모듈을 통해 유휴상

태로 되돌린다. 사전에 결정된 작업 스케줄을 모두 수행

하게 되면 컨베이어 시스템은 작동을 중지하게 되며, 생

산 주기가 완료된 상황으로 판단한다.

Fig. 7. The example of conveyor manufacturing system

트윈 모델은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동되도록 설

계된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물리적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

터가 입력데이터로 활용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실제 사이클 시간을 불러오기 위해 Arena 모

델 내 Readwrite 모듈이 활용된다. 엑셀 VBA 프로그램

은 Fig.8과 같이 물리적 시스템 구동을 위한 입력 데이터

를 생성하며, 트윈 모델의 추가 구동을 위한 파라미터 조

정 및 생산기준시간 산출 등의 통계적 기능을 수행한다.

Fig. 8. The role of VBA

4.2 모의실험 수행 절차

4.2.1 트윈 모델 검증

우선적으로 트윈 모델이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

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하였고, 절차

는 Fig. 9와 같다. 먼저 VBA는 작업시간에 대한 확률분

포를 생성하여 물리적 시스템의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도

록 한다. 본 실험에서는 타 설비의 작업시간 분포를 활용

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의 작업시간에 대한 확률분포가 평

균 6분 표준편차 0.5분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으로 물리적 시스템은 생산 주기가 완료될 때 까

지 수행되며, 매 작업마다 발생하는 사이클타임을 기록하

고, DB에 전송한다. 마지막으로 트윈모델은 DB에 저장

된 값을 입력데이터로 활용하며, 생산주기가 종료될 때 

까지 수행한다. 물리적 시스템과 트윈모델의 결과값이 동

일한 경우, 트윈 모델이 물리적 시스템을 동일하게 반영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만약, 결과값이 동일하지 않은 경

우에는 트윈 모델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과

정을 거친다.

Fig. 9. Flowchart of twin model validation

4.2.2 학습데이터 생성 및 생산기준시간 도출

트윈 모델은 추후 생산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생산기준

시간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된다. 생산기준시간은 생산 주

기 동안 물리적 시스템에서 얻는 데이터가 충분해야 타

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주문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현된 트윈모델의 추가 

구동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절차는 

Fig. 10과 같다. 먼저, 엑셀 VBA는 물리적 시스템에 의

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 개수가 사전에 정의한 

Lap 횟수를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다. 충족하지 않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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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분포를 생성하고 트

윈 모델은 이를 입력데이터로 반영한다. 실험이 끝나게 

되면, Lab 횟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결과값을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기준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생성한다. Lap 횟수를 

충족할 경우, 엑셀 VBA는 물리적 시스템의 실제데이터

와 트윈모델을 통해 획득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

산 기준시간인 Tact time을 산출하고, 생산계획시스템에 

전달한다.

Fig. 10. Flowchart of training data and tact time generation

4.3 실험 결과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및 실험 환경은 intel(R) Core 

(TM) i5-6600 쿼드코어 3.30GHz와 8GB RAM, 64-bit 

Window 10 Pro 하에서 이루어 졌으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패키지 Arena 15.0을 사용하였다. 또한 Arena 시뮬

레이션 모델과 엑셀 VBA(Visual Basic Application)을 

연동함으로써 물리와 가상이 통합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간단하게 구축하였고, Arena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델 

구동 화면 예시는 Fig. 11과 같다.

Fig. 11. Screen shot of arena simulation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의실험은 물리적 모델과 동일하

게 구동되어야 하는 트윈 모델을 검증하는 1차 실험과 학

습 데이터 생성 및 생산기준시간 도출을 확인하는 2차 실

험으로 진행된다.

트윈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1차 모의실험에서 생산주

기 동안 발생한 물리적 시스템의 주문량은 30개로 설정

하였다. 트윈 모델은 물리적 시스템의 데이터를 입력값으

로 사용하고, 결과값인 사이클 타임을 Lap 별로 기록한다.

Table 1은 1차 모의실험을 통해 획득된 사이클 타임 

결과값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의 Start time은 자

재가 컨베이어에 투입된 시간으로 투입지점을 통과하면

서 자동적으로 기록된다. End time은 자재 작업이 완료된 

후 컨베이어에서 빠져나간 시간이다. Cycle time(Physical)

은 물리적 시스템에서 수집된 사이클 타임으로 End time

과 Start time의 차이로 정의되며, Cycle time(Twin)은 

트윈 모델에 의해 생성된 Lap 별 사이클 타임을 나타낸다.

Lap No.
Start 
time

End 
time

Cycle time
(Physical)

Cycle time
(Twin)

1(Order No) 0:00:00 0:05:49 349 349

2(Order No) 0:05:49 0:12:47 418 418

3(Order No) 0:12:47 0:19:24 397 397

4(Order No) 0:19:24 0:25:54 390 390

5(Order No) 0:25:54 0:32:14 380 380

6(Order No) 0:32:14 0:38:13 357 357

7(Order No) 0:38:13 0:43:51 338 338

8(Order No) 0:43:51 0:49:44 353 353

9(Order No) 0:49:44 0:55:56 372 372

10(Order No) 0:55:56 1:02:28 392 392

11(Order No) 1:02:28 1:07:54 326 326

12(Order No) 1:07:54 1:13:07 313 313

13(Order No) 1:13:07 1:19:32 385 385

14(Order No) 1:19:32 1:24:56 324 324

15(Order No) 1:24:56 1:31:00 364 364

։ ։ ։ ։ ։
29(Order No) 2:49:58 2:55:44 346 346

30(Order No) 2:55:44 3:01:54 370 370

Table 1. The result of twin model validation

실험 결과, Lap 1부터 Lap 30까지 수집된 사이클 타임

은 물리적 시스템과 가상 시스템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트윈모델이 물리적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

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입력값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며, 물리적 시스템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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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데이터 생성 및 생산기준시간 산출을 위한 2차 

모의실험은 물리적 시스템의 주문량을 10개로 한정하였

으며, 생산기준시간 산출을 위한 Lap 횟수는 30개로 설

정하였다. Table 2는 2차 모의실험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다. Lab 10까지는 1차 모의실험과 같이 Cycle time 

(Physical)과 Cycle time(Twin)이 동일한 결과값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Lap 횟수를 충족시키기 

못했기 때문에 엑셀 VBA와 트윈 모델의 구동을 통해 학

습데이터가 생성된 결과를 보인다. 사전에 정의한 Lap 

횟수인 30개를 충족시켜 최종적으로 조정된 Tact time인 

351초를 산출하였다.

Lap No.
Start 
time

End 
time

Cycle time
(Physical)

Cycle time
(Twin)

1(Order No) 0:00:00 0:05:49 349 349

2(Order No) 0:05:49 0:12:47 418 418

3(Order No) 0:12:47 0:19:24 397 397

4(Order No) 0:19:24 0:25:54 390 390

5(Order No) 0:25:54 0:32:14 380 380

6(Order No) 0:32:14 0:38:13 357 357

7(Order No) 0:38:13 0:43:51 338 338

8(Order No) 0:43:51 0:49:44 353 353

9(Order No) 0:49:44 0:55:56 372 372

10(Order No) 0:55:56 1:02:28 392 392

11(Training) - - - 313

12(Training) - - - 389

13(Training) - - - 395

14(Training) - - - 346

15(Training) - - - 357

։ ։ ։ ։ ։
29(Training) - - - 369

30(Training) - - - 380

Adjustment
tact time

- - - 351

Table 2. The result of training data and tact time

Fig. 12. Training data generation

Fig. 12는 2차 모의실험의 사이클타임을 그래프로 도

식화한 결과이다. 실제 데이터와 트윈 모델을 통해 도출

한 학습 데이터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트윈 모델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가 실제 

물리적 시스템의 사이클 타임과 얼마나 유사하게 생성되

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통계 및 MSE(Mean Square 

Error), RMSE(Root Mean Square Error),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분석을 수행했다. MSE와 

RMSE는 관측치와 모형의 추정치 오차를 나타내는 값으

로 0에 가까울수록 두 값은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MAPE는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신뢰도

가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MAPE

값이 10% 이내일 경우 매우 정확한 예측을 나타낸다. 

MSE, RMSE, MAPE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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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본개수
  횟수
  물리적시스템의번째사이클타임
  가상시스템트윈모델의번째사이클타임

분석 결과 Table 3와 같이 물리적 시스템에서 생성된 

사이클 타임은 평균 358초, 표준편차 29초를 보였으며, 

트윈 모델에서 생성된 학습 데이터는 평균 353초, 표준편

차 23초를 보였다. 또한, 물리적 시스템의 사이클 타임과 

트윈 모델의 학습 데이터의 MSE값은 1188초, RMSE값

은 34초, MAPE값은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

윈 모델이 물리적 시스템과 유사한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 산출물인 생

산 기준시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ype Mean
(Second)

Std
(Second)

MSE
(Second)

RMSE
(Second)

MAPE
(%)

Real 
data 358.0 29.6

1188.8 34.5 7.5
Training 

data 353.8 23.2

Table 3. Comparison between real data and train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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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Digital Twin기반 제조환경은 실시간 생산 환경

을 묘사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Digital Twin기반 제조

시스템이 생산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

이나 로직 개발은 여전히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igital Twin 개념을 제조 공정에 

적용하여 생산 스케줄을 생성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프

레임 워크를 제시하였으며,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트

윈 모델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Digital Twin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트윈 모델은 생산 사이클 중 생산 진행

단계에서 구동되며 물리적 시스템의 실제 동작시간과 동

일하게 시뮬레이션이 작동하면서 사용자가 사전에 정의

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VBA는 생

산 이후 단계에서 구동되며 DB에 축적되어 있는 과거 정

보를 활용하여 향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학습된 파라미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Digital Twin기반 제조 환경의 적용 가능성

을 묘사하기 위해 간단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Arena 시뮬

레이션 모델을 통해 개발하였다. 실험 예제를 통해 물리

적 시스템과 트윈 모델이 동일한 시간으로 작동함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조정된 파라미터

로 실험이 수행됨을 증명하였다. 

향후 Digital Twin 기반 시뮬레이션의 실제 제조환경 

적용 가능성을 실험하기 위해, 간단한 제조환경을 설계하

고 실제 센서를 부착하여 물리적 시스템과 트윈 시스템

의 동기화 및 생산기준시간 조정을 통한 생산 스케줄 결

과의 개선 효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Digital Twin 개념

이 생산공정 프로세스에 적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정량적

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흐름공정

의 형태가 아닌 Job shop 형태의 생산현장에서 DB에 저

장된 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때 오차가 발

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Digital Twin 동작을 위

한 IoT기반 핵심기술들을 식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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