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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금융위기  이후  해양구조물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 2015 년을  기준

으로  국내  조선  업체의  전체  수주잔액  60% 이상이  해양구조물이  차지

하고  있다 . 과거  조선소는  선박이  주요  제품이였기  때문에  이를  건조하

는데  적합한  다양한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선박  건조에  성

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조선  전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박의  건조  관리를  위해  특성화되어  있어  최근  선박에  비

해  해양구조물  건조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

을  갖고  있다 . 이처럼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환경이  변했지만  아직  국내  

조선소  생산  환경  및  시스템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 

조선소  생산  계획은  단순히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목적뿐  아니

라 , 회사의  전략과  비전  등  기업  생존에  필요한  경영  일반에  대한  의사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 특히  최근  해양구조

물  수주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구조물  특성에  적합한  관리  체계  개

선없이  기존  상선  중심으로  개발된  관리  체계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향후  해양구조물  프로세스  분석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관리  체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정  지연  문제가  더  심해질  위험이  있다 .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해

양구조물의  일정  지연  문제의  상당수는  상선  대비  급격히  증가한  의장  

물량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 상선의  경우  의장  물량  자체가  적고 , 안벽

에서  수행되는  후행  의장  대비  선행  의장  비율이  높아  의장  공정에  대

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 하지만  해양구조물의  경우  의장  물

량  자체가  월등히  많고 , 특히  후행  의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후행  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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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의장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FPSO, FLNG 와  같은  

해양구조물  생산  공정  중  장치와  배관을  설치하는  의장품  설치  공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

정  문제  분석을  위해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기술  / 계획  / 

관리  측면으로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진단하여  BSC(Balanced Score Card) 방법론  기반  개선  방

안을  도출하였다 . 수정된  성과  피라미드 (Performance Pyramid)를  통해  

상위  개선  목표를  정의하고 , VDT(Value Driver Tree)를  통해  구체화하

였다 . 구체화된  공정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필요한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 실행  방안을  정의하였다 . 프로세스  향상  모델인  

PDCA(Plan-Do-Check-Act) 측면에서  기존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강

화하고 ,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생산이  수행되기  전  가상의  PDCA 를  

수행함으로써  계획의  정도  및  건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행  방안

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은  개발  전  견고한  컴포넌트  기반으로  

수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하는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을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정보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기존  표준  공정  관리  체계  및  생산  

정보를  분석하였고 , 이를  통해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

한  DB(Data Base)를  설계하였다 . 생산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  문제의  

핵심  공정인  배관  공정을  중심으로  구현된  시스템을  검증  및  검증을  수

행하였으며 , 제안한  개선  방안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였다 . 이를  통해  실

행  가능한  후행  의장  공정  관리를  수행하여  일정  지연  및  비용  낭비를  

제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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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1.1.1 조선 산업 환경의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플랜

트  공공발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조선소  생산  능력  증대로  인해  발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다 . 또한 ,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BRICs 등  신흥시장  규모의  거대화와  친환경  정책에  따른  청정  대체에너

지에  대한  투자증가로  새로운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한편 , 유로존  

출범  초기  그리스 , 이탈리아 ,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갑작스럽게  자

국  통화가치가  오르면서  경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과도한  수준의  복

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정  부담을  키워  발생한  유럽  금융위기의  영향

으로  세계  경제  위축과  함께  대륙  사이의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고 , 

이는  해운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조선  업계의  긍정적인  전망은  LNG 관련  수송  

및  개발  분야에서  도출되고  있다 . 현재  육상  LNG Plant 산업은  점차  

Slow-Down 되나 , Un-Conventional 가스개발은  점차  확대되어  장기적으

로 LNG FPSO 의  전망을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 대용량의  Well 및  채

굴하기  쉬운  Well 의  감소로  인하여  가스  매장량의  크기는  점차  작아지

면서  Gas 의  생산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LNG FPSO 의  수요

는  일정기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

재  천연가스  탐사  및  생산에  대한  투자가  Crude oil 개발에  비해  덜  진

행되어  해양  천연가스  산업은  향후  30 년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

고  있다 (World Energy Outlook, 2013). 

이러한  해양  천연가스  개발  사업의  핵심  플랫폼인  LNG FPSO 의  건

조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는  연  10 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판단된다 . Table 1 과  같이  천연

가스  공급은  OECD 경우  2012 ~ 2035 년까지  0.4%/년  이나 ,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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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이다  반면  Non-OECD 의  경우  공급은  1.8%/년 , 수요는  1.9%/

년  으로  수요와  공급을  Non-OECD 국가가  주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 2010 년  기준으로  전  세계  Gas 매장량은  6,609 Trillion ft3이며  주

요  20 개  생산국이  90.8%를  생산하고  있고 , 이중  러시아 , 이란 , 카타르

가  54.8%를  생산하고  있다 . 

최근  유가하락으로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처럼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동향  변화는  적극적인  해양구조물  건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 이는  국내  메가  빌더 (조선  3 사 : 현대중공

업 , 대우조선해양 , 삼성중공업 )들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 하지만  

2014, 2015 년  국내  조선  3 사가  조단위의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가

지가  있지만  공통적인  요인은  생산  제품이  과거  선박  중심에서  해양구

조물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동하여  이에  대응하지  못  하였다는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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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Volume estimation of global reginal gas production(World 

Energy Outlook, 2013) 

Region/Country 2015 2020 2025 2030 2035 

Average 

annual pe

rcent 

OECD North 

America 

            

United States 19.4 20.1 21.4 22.5 23.4 0.7 

Canada 5.6 5.5 5.8 6.4 6.7 0.2 

Europe 9.6 9 8.6 8.3 8 -0.9 

Australia/New 

Zealand 

3.5 3.7 3.9 4.1 4.5 3.5 

Other OECD 2.1 2.3 2.2 2.2 2.2 0.3 

Total OECD 40.2 40.5 41.9 43.5 44.8 0.4 

Non-OECD             

Russia 23 24.3 25.3 26.5 27.3 0.6 

Europe and Ce

ntral Asia 

9.2 9.5 9.6 9.5 9.5 0.9 

Iran 6.4 8 8.7 9 8.7 2.9 

Qatar 6.4 7.4 8.2 9.2 9.5 5.3 

Other Middle 

East 

8.1 9.2 9.7 9.6 10.2 1.7 

North Africa 8.2 9 9.7 9.9 9.8 2.2 

Other Africa 3.1 3.7 4 4.2 4.2 3.6 

China 2.9 3 3.4 4.5 5.6 3 

Other Asia 12.9 14.2 14.9 15.3 15.4 1.7 

Central and So

uth America 

6.6 8.7 9.4 10 10.5 2.5 

Total Non-OEC

D 

86.8 97 103 107.7 110.6 1.8 

Total World 126.9 137.5 144.8 151.1 155.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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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의장품 설치 공정 중심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조선소는  선박이  주요  제품이였기  때문에  이를  건조하는데  적합한  다

양한  생산  시스템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조선  

전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  등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박  건조  관리를  위해  특성

화되어  있어  해양구조물  건조  비중이  커지는  조선소  환경  변화에  적합

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 금융위기  이후  해양구조물  발주가  증가하기  

사작하여 , 2015 년에는  국내  조선  업체의  전체  수주잔액  60% 이상을  해

양구조물이  차지하였다 (Gordon et al., 2013, Jeong, 2015). 이처럼  해양

구조물  중심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했지만  아직  국내  조선소  생산  환경  

및  시스템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Fig. 1 는  현재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상선과  FLNG 의  공정별  작업  비

율을  보이고  있다 .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배관과  전기  의장  작업을  합

한  비율은  15%이고 , 의장  작업  물량이  많은  선종인  LNG 선의  경우에도  

그  합이  21%에  그친다 . 반면  FLNG 의  경우  선체와  탑사이드에  대하여  

각각  30%와  44%를  보이고  있다 . 그리고  특히  차이가  심한  배관  의장

(Pipe outfitting)의  경우  16,000 TEU Container 의  경우  약  11,500 여

개 , 175K LNGC 의  경우  약  17,000 여개의  배관이  사용이  되는  것에  반

해  FLNG 의  경우에는  약  110,000 개의  배관이  사용된다 . 복잡한  의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과  비교하여도  6 배  이상  많은  

수의  배관이  사용됨을  알  수  있고 , 단순한  개수로만이  아닌  개별  배관의  

사양  및  조립  난이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정  준수에  대한  위험성

이  증가하게  된다 . 

조선소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일정계획  또한  블록  조립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비중이  적은  의장  작업은  블록  조립  공정  중에  수행해지며  

완료되지  못한  후행  의장품  설치  공정은  진수  후  계류  안벽에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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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 Fig. 2 와  같이  선박에서의  의장품  설치  공정은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세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작업  물량  대비  안벽  계류

기간에  여유가  있어서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그리고  의장  

물량의  상당량을  선행  공정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안벽에서  수행되는  의

장  작업량이  많지  않았다 . 하지만  해양구조물의  경우  안벽에서  이루어지

는  후행  의장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거처럼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자  판단으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일정  지연  문제가  극심

히  발생하고  있다 . 이는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생산  환경이  변화하여  의

장  작업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하였지만  조선소  생산은  아직  상

선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조선소  의장  생산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상선의  경우  선행  공

정에서  많은  의장  물량을  처리하다보니  Fig. 3 과  같이  선행  공정과  관

련된  의장  생산  관리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후행  안벽에서  이루어지는  

의장  관련해서는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행  안벽에서  수행되는  의장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 효과적인  의

장  작업  관리를  위해  분산된  정보들을  생산  관점에서  표준화하고 , 생산

기준으로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단계별  이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정보   

파악이  가능해야  하고 , 원하는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해  줄  수  있는  정보

체계가  업무  프로세스  별로  구축되어야  한다 . 또  이에  대한  PDS(Plan-

Do-See) 사이클을  선행하여  실현시켜줄  수  있는  의장  생산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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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outfitting volume ratio 

 

 

Fig. 2 Scenario of shipbuilding and offshore outfitting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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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of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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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연구동향 

1.2.1 상선 및 해양구조물 생산 관리 연구 

조선소  생산  관리  연구는  상선과  해양구조물로  구분하여  우선  상선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생산  관리  체계와  관리  시스템  2 가지  측면으로  

수행되어  왔다 . 초기  상선  생산  관리  연구는  주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 선박  제품을  작업  단위로  분류하고  선박  건조를  위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는  정보로서  선박 , 해양구조물과  같은  프

로젝트  수주형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조선소  차원으로  재구조화하여  조선  생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였다 (Okayama and Chirillo,1980; Chaplin et al., 

1986). 현재  조선소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확장되고  산업  특성을  반영

하여  제품이  아닌  공정  중심으로  통합한  작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생

산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Koenig et al., 1997). 이후  작업  관리  체계를  

응용하여  생산  관리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 Lee 

(2007)는  조선소  생산  계획  관리  체계  및  시스템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 기존  작업  관리  체계

에  제품의  수주 , 공정 , 자원을  적용하여  평가  프로세스를  수립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Song (2009)은  조선소  시스템과  기능들을  플랫폼

(Platform) 관점에서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  

해양구조물  생산관리  연구는  상선  생산  관리  연구에  비해  비교적  늦

은  2000 년대  초반  이후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가  시작되

었는데  Fig. 4 와  같이  크게  방법론  관련  연구와  사례  연구로  나뉜다 . 먼

저  적용  사례  연구로는  Shin et al. (2009) 는  상선에서  해양구조물로  생

산  제품이  변경되어  의장  물량의  급격한  증가라는  생산  환경  변화로  인

해  발생하는  공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공정을  분석하여  선

행  의장률을  올릴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Mello et al. (2011)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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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조물  건조로  복잡해진  기자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  회사간의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 Park et al. (2014)는  의장  설계와  생산  사이에  발생되는  괴리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하지만  이  같은  연구들은  개별  사례에  국한해  연구를  수행

하여  해양구조물  건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체적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 

방법론  관련  연구로는  Kim et al. (2002)이  과거  선박  및  자동차  산업

에  적용해  생산  계획  고도화에  활용된  디지털  생산  기술을  이용하여  해

양구조물  생산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Lee et al. (2014)는  공정  중심으로  관리되는  해양구조물  생산  환경에  적

합하게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게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

델링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생산  계획  검증에  적용하고자  하

였다 . 이후  Woo et al. (2015)는  해당  연구를  참고하여  해양구조물  물량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구

조물  생산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해당  연구들은  최근  생산  관리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술을  해양구조물  생산  관리에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방법론  수준에  연구에  국한되고  일부  사례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확인하

는  수준이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 

상선에  비해  해양구조물  건조  경험이  작아  현재  상선  중심의  생산  관

리  기법을  해양구조물에  적용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현재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상선과  해양구조물  특성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기준  정보  개선을  통한  전체적  문제  접근보다  국부적으로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전체적  시각으로  해양구조물  

특성을  분석하여  기준정보를  정의하고 ,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전략을  정의하고 , 지원할  수  있는  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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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iterature reviews of offshore plant prod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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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의장품 설치 공정 개선 및 시스템 관련 연구 

조선소  의장품  설치  공정  체계  수립  및  방법론  연구는  1990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 Graves et al. (1982)는  제품  기준  분류인  WBS 와  공정을  

분류하는  기준인  구역을  고려해서  수행되는  의장  계획  프로세스를  분석

하여  발생하고  있는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문제점

을  분석하였다 . Storch (1999)는  조선소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  선박의  제품적  특성  및  공정  특성을  반영하여  기

존  자동차  전자  산업에서  활발히  적용되었던  Lean 생산을  조선소에  적

용하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후  Roh et al. (2007)은  효과적인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해  선각  정보와  의장  정보가  포함된  설계  모델에서  

의장  정보만  추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Kim et al. 

(2011)는  한국  대형  조선소  생산  계획  통합을  위한  기반  연구로  기존  

설계  중심으로  정의된  의장  BOM(Bill of Materials)을  개선하여  설계  

생산  운영  3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의장  BOM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처럼  의장품  설치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상선  중심으로  수행되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양구조물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 또  실행계획  혹은  생산이  수행되는  현

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지  않아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실행계획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을  포함하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1990 년대  대우조선해양의  지능형  조선소  일정  계획  시스템  

DAS(DAewoo Shipbuilding scheduling system)이다 (Lee et al., 1995; 

Lee et al., 1997). 이는  기존에  작업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던  

생산  계획을  실적  정보와  전문가의  지식을  디지털화한  연구로  현재  사

용되는  생산  관리  시스템에  기반이  되었다 . 해당  연구에서  정의된  생산  

관리  체계하에서  개별  항목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고 ,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 Meland and Spaulding (2003)은  대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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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에서  수행하는  의장을  포함한  공정별  특성 , 제품  설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난이도 , 생산  및  운영  특성을  고려해서  작업  배원을  결정하는  시

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하지만  이들  연구는  의장  작업을  중심

으로  수행되었다기  보다는  전체  공정  중  하나의  사례로  접근하였다 . 이

는  해양구조물이  조선소  물량의  상당량을  차지하기  전까지  조선  생산  

의  중심이  절단 , 가공 , 조립 , 탑재  등  도크이전에  수행되는  선행공정이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장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 2000 년대  후반  해양구조물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의장품  설치  공정을  중심에  둔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 Konig et al. 

(2007)은  현대중공업  의장품  설치  공정을  대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

한  방안으로  현장  작업자가  경험적으로  수립하던  블록  배치  조건을  분

석하여  제약조건을  정의하여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

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Wei et al. (2012)는  의장재들의  

크기 , 위치 , 설치  시간  및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자동으로  생성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하지만  현재  해양구조물  건조시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는  의장재들의  사내  입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 전체  의장재가  

입고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는  한계가  있다 . 해양구조

물  건조로  인해  배관  설계의  복잡성이  증대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Park et al. (2014)은  다른  구성  장비의  위치  및  물리적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배관  경로를  최적화  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 이처럼  의장  관련  연구가  일부  수행되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조

선  생산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설계  및  도크  이전  생산  공정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도크  이후  생산  공정  중  일정  지연  문제를  빈번

히  발생시키는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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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iterature reviews of outfitting process in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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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및 절차 

1.3.1 연구 내용 및 범위 

조선소  생산  계획은  단순히  생산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  시

키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 회사의  전략과  비전  등  기업  생존에  필요한  

경영  일반에  대한  의사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

이다 . 특히  최근과  같이  해양구조물  수주가  확대되는  현  생산  환경에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존  상선  중심의  기준  체계와  프로세스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없다 . 즉 , 해양구조물로  

변화된  제품군에  대해  건조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계

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FPSO, FLNG 와  같은  해양구조물  생산  공정  중  장치와  배관을  설치하

는  의장품  설치  공정을  대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정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보았다 . 이를  위해  우선  해양구조물의  특

성  및  의장품  설치  공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 실행 , 확인 ,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향상  모델  중  하나인  

PDCA(Plan-Do-Check-Act)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Moen 

& Norman, 2006). Fig. 6 과  같이  PDCA 기준으로  실제  작업  관리  관점

하에서  해양구조물  생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여  개선

한다 . 그후  실제  작업  관리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가상  실행  환경에

서  계획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PDCA 사이클을  구현할  가장  효과적

인  기술로  평가받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  가상  환경에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 

 해양구조물  생산  현장을  반영한  생산  계획  수립  

 해양구조물  생산  계획을  준수할  수  있는  현장  생산  수행  

 수행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개선  방안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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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구조물  생산  이전  문제  파악을  통한  계획  개선  

본  연구에서는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지연  문제에  초점을  두

고 , 현행  조선  생산  현황을  분석하였다 . 분석한  결과  전체  공정  중  의장

품  설치  공정에서  많은  일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 체

계적인  의장  문제  분석을  위해  기업  분석에  널리  활용되는  BSC 방법론

을  바탕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를  분석하고 , PDCA 측면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상선위주의  생산관리를  해양구조물  기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업  공기  예측력을  올리고 , 의장품  설치  공정  관련  표준  

코드  세분화하는  등의  의장  생산관리를  위한  기준  정보를  정의하였다 . 

기존  후행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우  과거  병목공정이  아니였기  때문에  

생산  관리  및  계획을  수립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였는데  의장  물량이  

많은  해양구조물로  생산의  중심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  정보를  고려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수립된  의장  계획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하여  계획  

정보  및  과거  현장  실정  정보를  반영한  부하  분석  및  예측을  수행하였

다 . 

 의장  생산  관리를  위한  기준  정보  정의  

 설계  정보를  고려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및  계획  수립  

 계획  및  실적을  반영한  의장품  설치  공정  부하  분석  및  예측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생산이  변경됨에  따라  안벽의  중요성이  높아지

면서  후행  의장  작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

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 본  연구에서는  해양구조물  의장  생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 분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도출된  해결  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구조물  모듈  건조를  대상으로  전체  의장품  설치  공정  중  핵심  공정

인  의장공정에  대해  적용하여  연구  효용성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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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획사전검증필요
-생산계획정보
-설비정보
-공정정보

실제생산환경

시뮬레이션을통한가상생산환경

생산수행전
가상생산환경에서
생산계획실행가능성
평가를통한
사전문제파악

 

Fig. 6 Offshore outfitting PDCA improvement strategy using virtual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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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 절차 

본  논문의  연구  절차를  크게  Fig. 7 과  같이  3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

다 . 첫  번째는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기술  / 계획  / 관리  

측면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에  효과적인  BSC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개

선  방안을  도출한다 . 성과  피라미드 (Performance Pyramid)를  수정하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상위  목표를  정의하고 , 정의된  상위  목표와  관련

된  항목을  VDT 를  통해  구체화한다 . 구체화된  항목은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  결과를  고려해  공정  개선  방안으로  그룹화한다 . 두번째는  선정된  

공정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  방법을  정의한다 . 개별  공정  개선  방안을  실

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 실제  실현이  가

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화한다 . 세번째로  구체화된  개선  실행  방안

을  시스템으로  구현한다 . 시스템은  계층화되고  견고한  설계를  수행하여 , 

유지  보수  및  재활용성에  장점이  있는  컴포넌트  기반  개발  방법론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을  바탕으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 

시스템  설계  절차에서는  주요  기능  도출 , 컴포넌트  설계 , 정보모델  정의

를  수행한다 . 수행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현하여  해양구조물  모

듈을  대상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  중  일정  지연을  일으키는  핵심공정인  

배관  공정을  중심으로  적용하여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 

기존  조선  생산  관리  문제  진단을  위해  제안된  방법론  바탕으로  의장

품  설치  공정  생산  문제  진단에  적합한  방법론을  정의하였다 . 설계  및  

납기  정보를  반영하여  의장  생산  계획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로  통해  의장  공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지

연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또  의장품  설치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

하여  수립된  계획을  실제  생산이  수행되기  전에  사전  검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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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낭

비를  제거  할  수  있다 .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의장  생산  관정에서  발생

되는  일정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의하고 ,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해양구조물  건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  

 

 

Fig. 7 Research process and ke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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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및 의장 생산 

시스템 

2.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및 의장 생산 시스템 

2.1 조선 생산 시스템 및 의장공정 

2.1.1 조선소 생산 환경 및 시스템 분석 

조선  산업은  중량물  제조  산업이자  중장비  장치  산업으로  다른  제조

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  및  물류  비용이  높다 . 또한 , 조선  생산은  주

문형  단독  생산  및  다품종  일품  생산이며 , 프로젝트  방식으로  건조가  수

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업에  비해  생산  프로세스  및  정보의  표준화가  

어렵다 (Woo, 2005). 이로  인해  생산하려는  제품의  사양  및  보유한  리소

스의  능력을  고려한  공정  계획 , 일정  계획의  중요성이  크며  생산  관리  

능력이  전체  생산의  효율과  이윤을  결정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 

조선  생산  환경은  Fig. 8 과  같이  크게  생산의  대상을  결정하는  공정 ,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공법 , 공정과  공법을  바탕으로  어떤  

자원을  사용하여  생산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생산  관리  시스

템으로  분류된다 (Song, 2009). 첫번째  생산  공정은  생산을  준비하고  계

획하며  정리  및  차기  생산의  준비를  수행하는  물리적인  생산  환경인  공

간을  중심으로  제품  공정  자체에  초점을  둔다 . 두번째  생산  공법은  제품

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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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  기술과  생산  기법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생산  보조  환경이다 . 이

는  생산  계획  정보의  기초  정보이자  공정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생

산  계획  정보가  공정  간  부하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공정  간  물류비용  

증가 , 공정  간  재공  재고  증가 , WIP 결손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 마지막으로  생산  관리  시스템은  생산  공정과  생산  공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  및  소요되는  자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스템으로  조선소  내에서  해양구조물  및  선박  건조시  생산  공정  

계획  수립하고 , 수립된  계획을  관리한다 . 이는  크게  생산  기술  시스템 , 

생산  계획  시스템 , 작업장  관리  시스템 , 자재  관리  시스템 ,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Fig. 8 Production environment of shipyard(S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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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조선소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 

조선소  대략적  생산  공정은  Fig. 9 와  같다 (Woo, 2005). 우선  강재를  

입고해서  적치하는  공정에서  시작하여  강재를  전처리하고 , 목표  가공  형

태로  변형하기  위해  부재  절단  및  성형  공정을  거친다 . 그  후  조립  규

모 , 공법 , 형상에  따라  부재들을  원하는  형상의  선체  블록으로  제작하기  

위한  조립  공정을  수행한다 . 조립  과정에서  일부  선행  의장과  선행  도장

이  수행된다 . 그후  대형  블록으로  조립하는  선행  탑재  및  도크에서  선체

를  구성하는  탑재  공정이  수행되고 , 진수가  이루어지면  안벽에서  선행  

공정에서  수행되지  못한  내부  의장재를  설치하는  후행  의장  작업을  수

행하게  된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은  크게  조립과정에서  수행되는  선행의장 , 진수  이

후  안벽에서  수행되는  후행의장으로  나뉜다 (Lee, 2013b).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는  선각  제품을  제외한  주요  기능  설비나  채굴된  원유나  가스

가  이동하는  스풀 (Spool) 등을  설치한다 . 해양구조물의  경우  선각보다  

Topside 물량이  많아  조선소  생산  관리자  인터뷰에  따르면  후행  의장  

물량이  선박에  비해  약  10 배  이상  많다 . 이로  인해  과거  조립 /탑재  공

정이  조선소의  병목  공정이였지만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조선소  생산  제

품이  변경되면서  후행의장이  주요  병목  공정으로  대두되었다 .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을  구성하는  주요  의장품  및  용어를  Fig. 

10 과  같이  정의하였다 . 해양구조물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Equipment)가  존재하고 , 원유 , 가스  등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배관  중

간  조립품으로  조선소  야드에서  관리하는  최소  단위인  스풀 (Spool), 장

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스풀의  집합인  라인 , 라인을  구성하는  요소로  복

수의  Spool 을  포함하며  블록  기준  작업  도면  출도시  정의되는  현장  생

산  관리에  기준인  배관  설치도 (SID:Isomatric Drawing)로  구성된다 . 

해양구조물  상세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에  선행하여  우선  분석  대상

이  되는  해양구조물에  필요한  주요  장비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였다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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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비  해양구조물  장비  분류의  복잡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조선소

에서  건조  중이던  제품인  선박의  의장  장비를  분석하였다 . 선박  제품분

해구조 (PBS : Product Breakdown Structure)의  경우  조선소  별로  사내  

규정에  따라  관리를  수행하여  관리  기준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  제품분해도  표준인  미해군에서  정의한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 노르웨이  선박연구세어  정의

한  SFI Group System(Skips Forsknings Institutt)을  참고하여  선박  장

비를  분석하였다 . 프로젝트  관리  관점과  제품  관점을  통합하여  미해군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진행한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 의  

경우  기능적  특성에  따라  4 가지  레벨로  나누어  분류를  수행하였고  의장  

장비의  경우  600 번코드로  상세화  되어  있다 . 함정의  특성으로  인한  장

비  및  프로젝트  관리  관점으로  인한  요소를  제외하면  선박의  기능적  특

성을  수행하기  위해  10 여종의  상위  분류와  80 여종의  하위  분류로  구성

된다 . SFI Group System 은  노르웨이  선박연구소 (NSFI: Norge Skips 

Forsknings Institutt)에서  선박  장치  및  컴포넌트에  대한  분류를  수행

하였다 . 분류  기준을  크게  선체 , 화물관련  장치 , 선박  장치 , 공통  장치등

으로  설정하여  상세화를  수행하였다 . SWBS 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  관점

이  반영되어  의장  장치  분류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여  PBS 본

연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의된  SFI Group System 을  중심으로  선박  

의장  장비를  분석하였다 . 

해양구조물  주요  의장  장비  종류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NTS(Norwegian Technology Centre)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를  참고하

였다 . NTS 는  1993 년부터  석유  및  가스  시추를  수행하는  구조물에  대

해  건조  및  운영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고 ,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NORSOK Standard Z-014 를  제정하였다 (NORSOK Standard Z-

014, 2002). Norsok Standard 는  해양구조물의  기능  기준  분류  체계인  

PBS(Physical Breakdown Structure), 액티비티  기준  분류  체계인  

SAB(Standard Activity Breakdown), 그리고  PBS 와  SAB 를  참고하여  

정의한  자원  분류  체계인  COR(Code Of Resource)로  구성된다 .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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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중심으로  분류를  수행하여  해양구조물의  설비  분석에  적합한  COR

의  Equipment 분류를  참고하였다 . 해양구조물  설비를  성격에  따라  

Level 1 / Level 2 / Level 3 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는데  구조  / 시추  / 

전기  장치  등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장치를  Fig. 11 과  같이  20 여종의  

상위  분류와  400 여종의  상위  분류로  구성된다 . SFI Group System 과  

Z-014 의  COR 을  참고하여  선박과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장치를  성격

에  따라  크게  5 가지로  나눠  Table 2 와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 Table 

2 의  원쪽  열은  선박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해양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  구별하였다 . 해양구조물의  경우  선박에  

비해  시추  및  정제와  관련된  설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

되는  주요  의장  장치의  종류가  선박에  비해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해양구조물  의장  공정이  조선소  건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계 , 의장  작업  2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 먼저  

설계  측면의  경우  프로젝트를  위한  기능적  구성품이  많아지고  설계  과

정이  선박에  비해  월등히  복잡해서  설계  난이도가  높아져서  현재  국내  

설계  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해  해외  전문  설계  업체

에서  수행하고  있다 . 의장  작업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의장

품을  발주하여  입고된  장비를  설계된  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장품  종류가  다양하다고  해서  작업에  걸리는  공수  차이

는  있지만  설치  작업  자체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 . 작업  측면에서

는  오히려  의장품  종류의  다양성  보다는  장치  및  배관  수량이  선박에  

비해  10 여배  많아짐에  따라  수량과  제품  구조적  복잡성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실행의  어려움이  있다 . 그리고  기존  상선  의장품  작업  관

리  시스템  및  방법으로는  이처럼  복잡해진  작업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현장  작업  관점에서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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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verall shipbuilding process flow(Woo, 2005) 

스풀
장치

스풀 스풀 스풀
장치

라인

A블록 B블록

IHO IHO
 

Fig. 10 Main terms related of offshore outfi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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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Architectural

Drilling

Miscellaneous 
Mechanical

Drivers and Power

Electrical 

……

HVAC

Heat Transfer

Instrumentation

Compressors, Blowers 
and Expanders

Centrifugal 
Compressors

Reciprocating
Compressors

Screw/ Rotary 
Compressors

Fans

Blowers

Expanders

Diaphragm Compressors

Compressors/Gas 
Turbine Driver Sets

Other Compressor, 
Blower and 

Expander Packages

……

……

……

……

……

……

……

……

……

 

Fig. 11 Example of offshore structure outfitting equip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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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of ship and offshore structure outfitting equipment type 

Ship Ship/Common Common Common/ Offshore Offshore 

Cargo Handling 
Anchoring, Mooring & 

Towing 
Architectural Electrical Equipment Drilling 

Manoeuvring 

Machinery 
Ballast & Bilge System 

Miscellaneous 

Mechanical 

Heaters, Boilers, 

Furnaces and Flares 

Drivers and Power 

Transmissions 

Navigation & 

Searching 
Communication HVAC Equipment Instrumentation 

Heat Transfer 

Equipment 

Propulsion Lifting & Transport 
Material and 

Product Handling 

Compressors, Blowers 

and Expanders 

Transfer and Control 

Equipment 

Propellers, 

Transmissions, Foils 

Cargo Temperature 

Control System 

Safety / Escape 

/  Firefighting 
Pumps 

Mechanical Equipment 

- Solids 

  

Cabins & Public 

Rooms 

Storage 

Tanks/Containment 
Subsea Equipment 

  
Electric Power Supply 

 
Wellhead Equipment 

    

Miscellaneous Package 

Units 

    

Mooring & Marin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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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소 의장 프로세스 분석 

2.2.1 의장 발주 프로세스 분석 

해양구조물  의장품은  크게  장치 (Equipment)와  스풀 (Spool)로  나뉜다 .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의  경우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대부분  해

외  업체이고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설계를  수행할  때  

사전  발주한다 . 장치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수량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  발생  빈도는  낮다 . 하지만  대부분  기성품이기  때문

에  장치  설계를  요구사항에  맞춰서  재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 발주

처  요구사항  변화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반

면  스풀의  경우  종류에  따라  기능적으로  장치에  비해서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요인보다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발주  

관리  및  작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 이  같은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의장품을  발주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해  보았다 . 발주와  관련된  

부서는  크게  설계  부서 , 구매  부서 , 제작 /설치부서로  나눌  수  있다 . 스풀  

발주  프로세스는  Fig. 12 와  같이  크게  4 가지로  나뉜다 . 첫번째로  설계  

부서에서  우선  프로세스를  정의하여 , P&ID(Piping & Instrumentation 

Diagram) 도면  및  배관  설계를  수행한다 . 두번째로  구매  부서에서  자재  

재고  여부를  확인하여  자재  공급업체에  자재  주문서 (PO, Purchase 

Order)를  발행하여  자재를  납품  받고  해당  자재를  등록한다 . 세번째로  

상세  설계  부서에서  배관  설치도 (SID, Spools Installation Drawing) 및  

스풀 (Spool) 제작도를  작성하며  해당  스풀을  제작할  수  있는  자재가  납

품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작업  지시서 (W/O, Work Order)를  발행한다 . 네

번째로  외주  제작  업체에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  제작된  

Spool 을  납품  받아서  현장에서  설치하는  프로세스다 . 

이  같은  절차로  의장재  발주  프로세스가  진행되게  되는데  후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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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PE, 대조  블록  기준으로  생산관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동일  블

록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풀  제작  일정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여  작업

지시서를  발행한다 . 이로  인해  스풀이  재고로  보관되는  기간이  매우  길

다 . 그리고  실제  생산  수행시  설계  정보에  따라  필요한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발주시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스풀이  입고  되었지

만  정작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스풀이  입고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  지연이  빈번하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W/O 를  발행할  때  제품

의  특성과  생산을  고려하여  W/O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Step4

Step3Step1

Step2

프로세스설계

SID도면 / 
스풀제작도

설계부서 P&ID 도면 배관설계 PDMS 등록

구매여부확인구매부서 자재 PO 발행

납품 QM 검사

자재등록

상세설계

W/O 발행

W/O 발행W/O 발행제작및설치제작/설치

 

Fig. 12 Processes of outfitting spool order in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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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장 제작 및 관리 프로세스 분석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장치와  스풀의  제작  및  관리  프로세스를  분석

해  보았다 . 장치는  기능상  특수한  장비로  조선소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

기  때문에  해외  외주  업체에서  생산하고 , 스풀은  제작  난이도가  낮고 , 

특수  설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외  협력사를  통해  제작을  수행한

다 . 이  중  의장  작업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풀의  제작  및  관리  프로세

스에  대해  분석해  보면  Fig. 13 과  같다 . 제작  및  관리  프로세스의  범위

는  W/O 가  발행된  후  사외  업체에서  스풀을  제작  및  도장  작업을  수행

하고  조선소로  납품하여  스풀이  현장에서  설치되기  이전까지를  의미한다 . 

이를  Fig. 13 과  같이  크게  사외  관리  프로세스와  사내  관리  프로세스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사외  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이벤트로는  제작 , 도장 , 

입고 , 야드입고가  있다 . 일정으로는  제작협력사로  W/O 를  발행한  시점부

터  제작협력사가  배관  제작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를  제작일정 , 제작이  완

료된  시점부터  도장협력사에서  도장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를  도장일정 , 

도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내로  입고되는  시점까지를  사외재고로  하였

다 . 조선소내  관리  프로세스의  경우  주요  이벤트로는  야드입고 , 불출신

청  작업자  인계로  구성되며 , 범위는  사내  입고되어  작업장에  있는  작업

자에게  인계  되는  시점까지로  정의한다 . 

이러한  프로세스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외  업체의  제작 , 도장  프로세

스  일정은  외주  업체  특성 , 작업  환경 ,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받

아서  결정되고 , 사외  재고  및  사내재고의  경우  조선소  내외의  작업  환경

으로  인해  결정된다 . 현재  조선소내  관리  프로세스의  경우  생산  현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W/O 를  발행하여  사내에  재고  상태로  2 달이상  관리되

는  비율이  높다 . 장치나  스풀과  같은  의장재  수량이  많고 , 설치를  고려

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 이로  인해  원활한  자재  공급  및  설

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관리  프로세스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실

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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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관리 프로세스

W/O 제작 도장 입고

제작 도장 사외재고

사내 관리 프로세스

불출
신청

야드
입고

불출
신청

작업자
인계

사내재고

On
deck

Finish

설치대기 설치

설치프로세스

 

Fig. 13 Flow chart of outfitting spoo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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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의장 설치 프로세스 분석 

의장  설치  프로세스는  Fig. 14 과  Table 3 와  같이  안벽에서  작업자가  

장치와  스풀을  설치하는  프로세스이다 . 먼저  장치  설치  프로세스를  살펴  

보면  장치  프로세스는  해양구조물  운용시  기능적인  작용을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공정이다 . 장치의  상당수는  해양구조물  상부구조물에  설치되고 , 

작업은  대부분  안벽에서  수행된다 . 장치  설치를  위해  작업반  별로  작업

이  할당되며 , 작업자는  할당된  작업에  대해  안벽에서  작업지시서  및  설

치  도면을  바탕으로  장치  설치를  수행한다 . 장치  설치  프로세스는  조선

소  별로  차이가  있지만  Table 3 와  같이  seat installation, level 

mesureing, machining, holing, seat painting, pre assembly, erect ion, 

platform, leveling, chock, shimming, bolting, align, inspection 등  총  

14 개의  세부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장치  설치  프로세스는  작업을  위한  

보조  장비가  많이  필요하고 , 후행  의장  작업의  주요  이벤트이기  때문에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실적을  수집하여  관리한다 . 

스풀은  배관  중간  조립품으로  조선소  야드에서  관리하는  최소  단위이

다 . 해양구조물별로  차이가  있지만  십만개  이상의  스풀이  존재하며  이를  

설치하는  스풀  설치  프로세스는  의장품  설치  핵심  공정이다 . 작업은  장

치  설치와  같이  안벽에서  수행되며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풀  설치  작업은  설치가  완료된  장치에  한해  수행된

다 . 작업자는  스풀  설치도 , 지지대  설치도등을  참고하여  스풀  설치  프로

세스를  수행한다 . 스풀  설치  프로세스는  Table 3 와  같이  request, 

delivery, on deck, installation, check, finish 등  총  6 개의  세부  프로세

스로  구성된다 . 스풀  설치  프로세스는  개별  작업은  장치  설치  작업에  비

해  단순하지만  작업의  절대적  수량이  많기  때문에  후행  의장  일정  지연  

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작업의  

수가  많아  개별  스풀  설치  작업의  상세  프로세스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 

작업의  완료만  체크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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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cess of offshore equipment and spool installation 

 

Table 3 Description of offshore equipment and spool installation  

Activity 

Type 
Activity Precedence Description 

Equipment 

Seat 

installation 
- 

장비가 놓일 위치에 받침판을 설치하는 

공정 

Level 

measuring 
Seat installation 받침판들의 높이를 측정하는 공정 

Machining Level measuring 받침판들의 높이를 깎아서 맞추는 공정 

Holing Machining 
장비 설치시 홀 시공이 필요한 경우 홀을 

뚫는 공정 

Seat painting Seat installation 받침판에 수작업 도장을 실시하는 공정 

Pre assembly Machining 
장비를 시트에 한번 올려보고 다시 받침

판의 세부 높이를 조정하는 공정 

Erection 
Holing, 

Machining 
장비를 시트에 완전히 고정하는 공정 

Platform 
Seat painting, 

Erection, Chock 

시트에 고정된 장비에 대한 고정 및 페인

팅 등 마무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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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Type 
Activity Precedence Description 

Leveling Level measuring 장비의 레벨 측정 (높이, 수직도 등등) 

Chock Leveling 
장비의 레벨이 맞지 않는 곳에 높이 맞춤 

(chock 삽입) 

Shimming Chock 
장비의 레벨이 맞지 않는 곳에 높이 맞춤 

(shim plate 삽입) 

Bolting Shimming 장비와 데크간 볼트를 이용한 고정 

Align 
Platform, 

Bolting 
장비 고정 후 algin 재 확인 

Inspection Align 최종 설치 후 검사 

Spool 

Request 
 

적치장에 관리되어 있는 스풀 주 설치 예

정인 스풀을 요청 

Delivery Request 적치장에서 설치 작업장으로 스풀 납입 

On deck Delivery 설치할 호선의 데크위로 스풀 이동 

Installation On deck 최종 설치 완료 

Check Installation 최종 설치된 스풀의 설치결과 검사 

Finish Check 설치 작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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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장 생산 시스템 

2.3.1 조선 생산 시스템 분석 

조선  생산  관리  시스템은  조선소의  생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으로  조선소의  생산  환경과  경영  환경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공기  단축 , 원가  절감 , 생산성  향상 , 최대  이윤  달

성에  대한  최적의  계획  및  관리에  대한  활동을  수행한다 . 조선  생산  관

리  시스템은  Fig. 15, Table 4 과  같이  크게  생산  기술  시스템 , 생산  계

획  시스템 ,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 생산  관리  시스템은  품질  

관리 , 자재  관리 , 작업장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개별  시스템의  주

요  요소  및  세부  기능은  Table 4 과  같이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생산  활

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  

먼저  생산  기술  시스템은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제품을  어

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Table 4 과  같이  조선소내  핵

심  자원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공법  관리 , 제작  대상에  대한  작업  방

식과  설비  할당등을  결정하는  공정  계획  관리 , 제품별  공정  정보를  참조

하여  생산을  수행할  대상인  물량을  산정하는  물량관리로  나뉜다 . 두번쨰  

생산  계획  시스템은  관리를  위한  생산  물량  분석을  통해  생산이  수행되

는  일정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Table 4 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  정보를  관리하고 , 이를  바탕으로  일정  계획  수립하고  부하를  관리

한다 . 수립된  일정  계획  수준에서  계획  대비  진도를  관리하고 , 생산  계

획  단계  별로  조선소의  경영 , 생산  전략 , 생산  이슈를  준수하여  기업의  

생산을  관리하는  조선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다 . 마지막으로  생산  관

리  시스템은  생산을  수행하는  주요  설비 , 생산을  실행하는  기준이  되는  

계획 , 작업  내용에  해당하는  공정에  대해  관리를  수행한다 . 이는  생산  

공정의  계획과  관리  활동을  포함하며  관리  형태 , 관리  대상 , 관리  목적

에  따라  기능이  세분화되어  있다 . 또한  생산  공법  정보와  생산  공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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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생산  수행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기반  고도화된  관리  체계가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  생산  현장에서  문제

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일정  지연  및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 . 

현재  조선소  생산  시스템은  선박  생산시  병목  공정인  도크 , 조립  공

정을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고 ,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 하지만  2000 년  후

반에  접어  들면서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생산환경이  변하였지만  아직  기

존  조선소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를  수행함으로  인해  해양구조물  

건조시  병목  공정인  의장  공정에  대한  생산  관리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의장  공정에  대해  생산  기술  시스템 , 생

산  계획  시스템 , 생산  관리  시스템  3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여  한계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 

 

 

Fig. 15 Conceptual structure of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S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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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unction list of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타입 분류 상세 

생산  

기술  

시스템 

공법 

-선종 별, 구조특성 별 요구되는 작업 방식이 존재. 

-조선소의 핵심 리소스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회전율 또는 작업 순

서와 같은 설비의 제약정보를 중심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 하였을 경우 

변경된 공정 수행 특성 및 공정 시간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함. 

공정 

계획  

-생산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한 작업 방식 및 공정과 설비 할당. 대상 

물량에 대하여 어떤 리소스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정

의함. 공정 설계 결과물로는 WSD, DAP  등이 있음. 

- 공정을 제품 특성과 생산 순서 등을 고려해 작업 효율을 평가하고 

최적화 함. 

물량 

-선종 별 공정 정보를 참조하여 공정 단계 별 투입되는 물량 정보를 

관리함.  

-투입 물량은 공정 수행 방식에 따라 결정하며, 설비 특성과 작업 특

성이 반영된 물량 정보가 의미 있음. 

생산  

계획  

시스템 

계회 

기준 

-액티비티, 표준 공정, 원단위 및 작업처리 능력을 관리하고, 원단위 

정보  와 물량 정보를 고려한 시수 산출 

일정 
-액티비티 수행에 소요되는 작업시수 와 생산 리소스 현황을 참조하여 

일정 생성.  

부하 

-특정 액티비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생산 리소스의 소요 현황 정보를 

관리함.  

-생산 계획에 의한 리소스의 작업부하 관리. 

진도 

-생산 계획 정보 대비 실제 생산 실적을 관리하여, 진도율을 예상함. 

-계획 작업 종료일을 참고하여 작업 여유일 을 산출하여 긴급 물량을 

결정함.  

전략 

-생산 계획 단계 별로 조선소의 경영 생산 전략 혹은 생산 이슈를 검

증하여 의사 결정을 지원함.  

-선표(호선 믹스/매출액 관리), 대일정(선표 납기, 목표 시수), 중일정(중

장기 부하 및 매출액), 소일정(긴급 물량, 공정 별 예산 등) 

- 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표준 물량 처리를 위한 공정 별 표준 공기를 

산출함. 

생산 작업 
-작업 설비 및 인력 정보 등 생산 능력에 대한 관리. 

-주요 작업장 및 적치장의 활용률 및 회전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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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분류 상세 

관리 

시스템 

-설비 보전 및 설비 이동 관리 수행(블록 이동 관리, 장비 이동 관리 

등). 

진도 

-계획 대비 진척 정도 관리, 실적 정보 관리  

-공정 관리 정보를 참조하여 가용 공정 부하, 가용 공정 설비, 가용 작

업자를 관리하며, 작업량과 작업 종료 여유 일을 고려하여 실행 일정

을 수립함. 

공정 

-작업 표준 요소와 요소 별로 원단위를 관리함.  

-생산 기술 관리 시스템의 공정 계획 관리로부터 공법 도면을 수령하

여 생산 현장의 미세 작업 정보를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지

시하고 관리함. 

-일 단위의 작업지시 대비 작업 달성 정보를 확인하여 실적 관리를 수

행함. 

-표준 작업 정보 및 표준 작업 절차서 등의 관리를 통하여, 작업자 선

별 및 성과 관리 등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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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의장 생산 기술 시스템 분석 

의장  생산  기술  시스템은  해양구조물을  구성하는  10 여만개의  의장  

장치  및  스풀에  대해  설계를  수행하고  생산  기술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다 . 설계  시스템에  정의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장  장치  및  스풀  설

치  공법을  결정하고 ,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보조  설비와  관련된  기술  

정보를  결정한다 . 이를  통해  의장  생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  문서가  도출된다 . 의장  생산  기술  시스템을  통해  도출된  기술문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스풀의  관계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파이프  일반  배

치도 , 장치를  연결하는  스풀을  블록  기준으로  분할하여  특정  블록과  1

개의  라인에  해당하는  스풀들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스풀  설치  

도면 (SID), 개별  스풀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지지대를  제작할  수  있는  

지지대  제작도 , 제작된  지지대를  활용하여  개별  스풀의  지지  방식을  정

의하는  지지대  설치도로  구성된다 .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생산  환경이  변경되면서  의장  구성품이  비약적

으로  증가하였고 , 이로  인해  의장  생산  기술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양도  같이  증가하였다 . 이로  인해  의장  생산  기술을  정의하는  부

서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지만  작업의  종류는  추가  되지는  않았다 . 이처럼  

증가한  생산  기술  업무의  경우  조선소  내  인력  조정을  통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작업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생산  기술  업무

의  증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작업  일정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

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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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일반 배치도

지지대 제작도
지지대 설치도

ISO 도면

 

Fig. 16 Production technology system of shipyard out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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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의장 생산 계획 시스템 분석 

조선  생산  계획은  Fig. 17 과  같이  제품  설계 , 공정계획 , 자재  계획을  

고려해서  선표  계획 , 대일정  계획 , 중일정  계획 , 소일정  및  실행계획  등

의  계층화된  계획들로  구성된다 (Lee, 2007). 선표  및  대일정  계획은  건

조할  프로젝트  믹스 , 도크  회전률 , 주요  키이벤트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

획으로  인력  및  주요  자원  능력  관리  및  직종별  월별  시수를  결정한다 . 

중일정  계획은  조선소에서  관리하는  중일정  액티비티에  대해  PE 블록 , 

대중조  블록을  대상으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로  조선소내에서  

전사적으로  관리되는  중추  생산  계획이다 . 소일정  및  실행계획은  중일정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  설치  및  제작도 , 조업도  등을  바탕으로  현장

의  작업자 , 설비를  활용하여  실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장  생산계획

이다 . 

생산  계획은  Fig. 18 과  같이  공정별로  계획  대상을  구체화하여  선표  

및  대일정 , 중일정 , 소일정  및  실행  계획으로  구성된다 . 생산계획은  생

산을  수행할  대상인  제품 , 수행할  작업에  해당하는  상세  공정을  결합하

여  계획  대상이  결정되고 , 결정된  계획  대상에  담당  부서  및  일정을  결

정함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선표  및  대일정  계획에서는  프로젝트

(호선 ) 기준의  생산  계획을  결정하고 , 중일정  계획  중  선행  중일정은  블

록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후행  중일정은  구역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 . 소일정  및  실행계획에서는  공정별로  차이가  크지만  대략적으로  부품 , 

소  블록  수준의  작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 

선행  중일정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공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조 , 중조  블록  수준에서  표준  액티비티  레벨  2 혹은  3 수준에

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 반면  의장  생산  계획의  경우  중일정  계획에서  

제품은  PE 블록  혹은  구역  기준으로  표준  액티비티  레벨  2 수준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 . 이로  인해  선행  중일정  계획의  대상은  일반적으

로  계획  시작일에서  종료일이  4 주  이내이나  의장  생산  계획의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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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에서  8 개월이  소요된다 . 이는  의장  생산  계획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위  레벨인  PE 블록이나  구역을  대상으로  표준  액티비티  레벨  2 수준

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 의장  생산  계획  표준  액티비티  레벨  2 

이하  의장  설치  작업이  10 여개의  하위  공정이  존재하지만  이를  고려하

지  않고 , 중일정  계획에서  5 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수천개에서  수만개의  

스풀  및  장치  설치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계획만이  수립된다 . 

이로  인해  현장에서  실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중일정  계획의  상세

화  수준이  떨어져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렇게  수립된  중일정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후행  의장  설치  작업  

현장에서  수천개의  스풀  및  장치  설치  작업이  단일  중일정  계획으로  정

의되어  있어  수립해야  하는  실행계획  대상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힘든  실정이다 . 과거  상선  건조시  의장  물량이  많지  않아  

실행계획  수립이  어렵지  않고 , 일정의  여유가  있어  수립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양구조물  중심으로  생산  환경이  변하면

서  실행  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관리  수준은  따라오지  못하였

다 . 현재  수립되는  의장  생산  실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작업  관리자

가  모듈별 (수천개의  의장품  존재 ) 주간  작업  목표량을  결정하고 , 목표된  

작업량을  바탕으로  작업  반장은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할당

한다 . 작업  반장은  Fig. 19 과  같이  우선  조선소  정보  시스템에서  설계 , 

자재  공급  내역 , 의장  설치도를  바탕으로  당일  작업을  결정하여  설치  작

업을  수행한다 . 하지만  작업  반장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보가  많고 , 

주간  작업량  결정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고 , 수량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  지

연이  아닌  공급망과  같은  외부  요소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관리자가  파악하기  어렵다 . 이로  인해  설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작

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전체  일정지연 , 지연에  따른  비용  발생 , 추가

적인  건조  비용  발생으로  연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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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osition of production plan of shipyard 

 

Fig. 18 Production plan system of shipyard for offshore building(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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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roblem of outfitting production planning at work stage 



제  2 장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및  의장  생산  시스템  

 

 45 

2.3.4 의장 생산 관리 시스템 분석 

생산  관리  시스템은  생산을  수행하는  주요  설비 , 생산을  실행하는  기

준이  되는  계획 , 작업  내용에  해당하는  공정에  대해  관리를  수행하는  시

스템으로  의장  생산  공정의  경우  관리를  수행할  대상이  크게  장치  설치

와  스풀  설치로  구성된다 . 중일정  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에  대한  생

산  관리를  수행하는  데  의장  생산  관리의  경우  이를  지원할  시스템  수

준이  떨어지거나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작업  관리자가  별도로  관리

한다 . 우선  장치  작업  관련  생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 장치  설치는  

Table 3 와  같이  14 개의  선후행  관계를  가지는  세부  공정으로  구성되는

데  이는  스풀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중장비가  작업에  필

요하기  때문에  Fig. 20 과  같이  세부  공정별로  작업  관리자가  계획  및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 개별  작업에  대해  실적을  수집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작업  지연  문제  발생이  작고 , 문제가  발생하더라

도  조기에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다 . 스풀  설치  공정은  안벽에서  수행되

는  후행  의장  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작업의   복잡성이  높아서  구

체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공정이다 . 하지만  중일정  계획에서  

수천개의  스풀  설치  작업에  대한  동일한  일정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장

에서는  구체적인  별도의  스풀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 Fig. 21 와  같

이  모듈별로  한  주간  작업  수량만을  계획하며 , 이를  수집하여  관리한다 . 

조선  산업은  제품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품  호환성이  떨어져  1

개의  제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  대체  제품을  만들기까지  작업이  지연된

다 . 이러한  이유로  작업  수량이  아닌  개별  작업의  진도  파악과  원인  파

악이  필수적이지만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는  그러한  생산  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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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작업

계획일 완료일

B작업

계획일 완료일

C작업

계획일 완료일

04/12 04/15A 장치 04/15 04/16 04/20 04/30

04/02 04/05B 장치 04/14 04/24 04/21 N/A

04/29 05/11C 장치 05/03 05/21 05/10 N/A
 

Fig. 20 Production management of outfitting work related equipment 

1주차

목표 실적

2주차

목표 실적

3주차

목표 실적

100 70 150 110 200 132A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B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C module
 

Fig. 21 Production management of outfitting work related s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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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장 공정 관점 선박/.해양구조물 비교 분석 

의장  공정  관점에서  2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Table 5 와  

같다 . 작업  특성의  경우  선박  의장은  작업자들의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

에  작업이  정형화되어  있어  설치  작업시  작업자  숙련도가  높지만 , 해양

구조물  의장의  경우  원유  가스  시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의

장품이  많고 , 흐름이  복잡하여  작업난이도가  높고 , 건조  경험도  많지  않

기  때문에  작업자  숙련도가  떨어진다 . 선박의  경우  선종별로  차이가  있

지만  의장품이  많은  15,000TEU 이상  컨터이너선의  경우도  의장품이  

20,000 개를  넘지  않지만  해양구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000 개  이

상의  의장품이  존재한다 . 선박 , 해양구조물  모두  블록내  의장품을  모두  

동일  날짜에  발주하지만  선박은  수량이  작아  발주  관리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지만  해양  구조물의  경우  수량이  많고  제품관계가  복잡하고  설

치  작업  실행  요건이  엄격하여  재공  관리  비율이  높은  문제가  발생한다 . 

생산  기술  측면에서는  해양  구조물에서  정의해야  하는  기술  도면  관련  

업무가  증가하였지만  일정  지연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

다 . 생산  계획  중  중일정의  경우  계획  단위가  3~6 개월로  모두  관리  수

준이  낮지만  작업량의  차이로  인해  해양구조물에서는  문제가  크게  발생

한다 . 실행  계획  및  생산  관리의  경우  선박  건조시  안벽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여유가  있어서  도크  대비  핵심  설비가  아니였지만  해양구조물  

후행  의장  물량  증가로  해양구조물  건조시  작업  실행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생산관리가  필요하지만  이

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 . 이  같은  해양구

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관

점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를  분석하고 , 개선  방안  정의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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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ion summary of ship and offshore structre aspect of outfitting  

 선박  의장 해양구조물 의장 

작업 특성 

건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

형화되어 있고 제품 설치 작

업시 작업자 숙련도가 높음 

원유 가스 시추 및 이동과 관련된 의장

품이 많고, 흐름이 복잡하여 작업 난이

도가 높음 

수량 10,000~ 20,000 이하 100,000 이상 

설계 
조선소 내부 인력 및 협력사

를 통해 수행 
해외 전문 설계 업체에서 상당수 수행 

발주 

블록내 의장품을 모두 동일 날짜에 발주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 

발생하지 않음 

수천개가 동일 날짜에 발주되어 문제 발

생 

공급망 

관리 

사외 협력업체의 제작 작업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측력이 높아 관리 정확성이 

높음 

수량이 많고 제품 관계가 복잡하여 설치 

작업 실행 요건이 엄격하여 재공 관리 

비율이 높음 

생산 기술 
해양구조물의 경우 생산 기술 도면 수량이 월등히 많지만 일정지연의 주

요 원인은 아님 

생
산 

계
획 

중일

정 

관리 수준 낮음 

: 단일 일정당 3~ 6개월 

관리 수준 낮음 

: 단일 일정당 3~ 6개월 

실행 

계획 

안벽에서 수행되는 후행 작업

량이 많지 않아 세부 실행계

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리 

후행 작업량이 많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이 필수적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부재 

생산 관리 
후행 작업량이 많지 않아 문

제 발생하지 않음 

후행 작업량이 많아 높은 생산 관리 수

준이 요구되지만 체계 및 시스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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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

3.1 BSC 기법을 이용한 분석 방법론 

BSC(Balanced Score Card)는  조직의  사명과  목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성과  측정  방법론이다 . 이는  1992 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컨설팅  전문  회사인  Renaissance Solutions 사에  의해  개발되었

다 (Kaplan et al., 1992). BSC 방법론은  기존의  재무  중심의  기업  성과  

평가를  기업  비전과  목표로부터  도출한  성과  중심의  평가로  재구성하였

다 . 또한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 학습과  성장은  직원과  시스템 , 조직의  힘에  의

해  달성되기  때문에  이  같은  관점으로  기업  분석을  수행하는  BSC 방법

론은  복잡한  기업  환경에  적합하다 . 이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 분석된  요소를  관리하는  BSC 방법론은  경영  관

리  수단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 

 BSC 방법론에서는  Fig. 22 와  같이  회사  재무 , 고객 , 비즈니스  프로

세스 , 학습  성장  4 개의  관점으로  비전과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측정  지

표로  전환하여  기업의  핵심  성공  요인 (CSF : 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고  있다 . 지표간의  연관  관계를  통해  전략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설정하여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 . 도출된  핵심  성공  요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요구  조건으로  초기  선정한  목표의  



제  3 장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  

 

 50 

하무  구성요소  역할을  한다 . 핵심  성공  요인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정량적  지표인  핵심  성과  지표를  정의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  목적으

로  사용한다 .  

BSC 적용  절차는  Fig. 23 에  나타낸  것처럼  3 단계로  이루어  진다 . 

Top management 에서는  생산의  4 요소인  PDQC(Productivity, 

Delivery, Quality, Cost) 측면으로  전략  및  목적을  분류한다 . 초기  전략  

및  관리  지표를  정의하기  위해  성과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상위  목표를  

정의한다 (Lynch et al., 1995). Middle management 에서는  성과  피라미

드를  기반으로  정의한  상위  목표를  바탕으로  일종의  가치  사슬  네트워

킹  기법인  VDT(Value Driver Tree)를  통해  개별  항목  및  부문별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항목을  상세화하여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 . 

Bottom management 에서는  핵심  성공  요인  달성을  위한  기업의  행위

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핵심  성과  지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설정하여  기업이  수행한  업무  활

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 그후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

행해야  하는  항목들을  핵심  정책 (Key Initiatives)로  설정해  기업  우선적  

과제를  추출해  관리를  수행한다 . 

본  논문에서는  BSC 방법론을  응용하여  2 장에서  분석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 이를  위해  성과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의장  공

정  분석에  적합한  성과  피라미드를  정의하고 , VDT 를  통해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 도출된  핵심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의장품  설치  공

정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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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SC based framework of company competitiveness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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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Procedure of BSC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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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생산 관리 전략을 위한 성과 피라미드

당기 목표 

시수 관리

작업 진도율 관리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WIP 

감소

단위 생산성 

향상

성과관리 

기준 정의

작업 실적 관리

작업

편성 관리

작업자/반 

숙련도 관리

작업지시서 관리

작업자그룹별 

제품 할당 관리

공정 실행 

개선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제품 공급망

효율화

작업 계획 

고도화

해양플랜트 의장 공정 핵심 성과 요인 도출
 

Fig. 24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 using performance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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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 분석 

3.2.1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한 성과 피라미드 정의 

성과  피라미드 (Performance Pyramid)는  Lynch et al.(199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Fig. 25 과  같이  기업의  전략  측정  및  진단에  널리  활

용되는  기술이다 . 기업의  비전을  기준으로  하위  레벨로  세분화하여  관점

별  관리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정의를  수행한다 . 외부적  요소인  시장 , 

내부적  요소인  기업  재무  측면에서  목표를  세분화하고 , 관점별  세분화된  

지표는  기업  내부에서  측정  작업을  수행하여  하위에서  상위로  가면서  

취합하여  기업  목표에  대한  확인을  수행한다 . 이처럼  성과  피라미드는  

기업의  내  외부적  목표를  관리  수준에  따라  정의하고  분석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좋은  기업  분석  도구이다 . 일반적으로  BSC 분석  기법의  첫번

째  단계인  기업의  목표를  설정  및  분석  과정에서  성과  피라미드가  활용

된다 . 기본  성과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산업별 , 사용  목적에  따라  일정  

부분  변형하여  적용한다 . 

조선  산업에서는  생산성  및  전략  분석을  위해  성과  피라미드를  조선  

생산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Song, 2009). 전략적  조

선  생산  관리  관점  및  관리  지표  정의에  활용하기  위해  기본  성과  피라

미드를  참조하여  Fig. 26 과  같은  성과  피라미드를  제안하였다 . 제안한  

성과  피라미드는  제조업  경쟁력  지표인  PDQC(Productivity, Deliverly, 

Quality, Cost) 를  포함한  경영  관점 , 운영  관점 , 부서  및  작업장  관점

의  성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 성과  지표를  조직  내부  효율과  

조직  외부의  효과로  구분하여 , 개별  지표들이  잘  관리되었을  때에  획득

할  수  있는  이득을  원가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로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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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Performance pyramid(Lynch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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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Revised performance pyramid for the strategic ship production 

management(S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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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라는  측

면에서  성과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관점  및  목표  정의는  장점이  있다 . 이

러한  이유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을  위한  BSC 기법의  상

위  목표를  설정하는데  성과  피라미드를  활용하였다 .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Fig. 25, Fig. 26 의  성과  피라미드를  참고하여  Fig. 27 과  같이  

해양구조물  의장  생산  공정  분석을  위한  성과  피라미드를  정의하였다 . 

정의한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을  위한  성과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분석  

레이어를  크게  야드  관리 (Level 1), 공장  관리 (Level 2), 공정  관리

(Level 3), 작업  관리 (Level 4)로  세분화하였다 . Level 1 야드  관리에서는  

기존  성과  피라미드를  참고하여  내부적  요인인  생산비용 , 외부적  요인인  

납기  준수율로  구분하였다 . Level 2 공장  관리의  항목으로  외부적  요인

인  기존  성과  피라미드에서  고객만족도 , 조선  생산  성과  피라미드에서  

부하평준화율로  정의하였던  항목을  단위  공정인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

우  외부  고객을  후공정  작업으로  정의하여  작업만족도로  변경하였다 . 그

리고  그외  항목은  기존  성과  피라미드를  참고하여  긴급  물량  및  문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유연성 , 개별  작업에  대한  단위  생산성으로  

구성하였다 . Level 3 공정  관리에서는  작업  만족도를  분화하여  작업  자

체의  품질과  수립한  생산  일정  계획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계획  달성

으로  분류하고 ,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 투입  인원  및  설비로  인한  작업  

비용 , 공정과  공정사이에  발생하는  재공품 (WIP)으로  분류하여  목적을  

정의하였다 .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우  하부  구조물  의장  물량  중  일부  

선행  의장에서  수행되고 , 상당수의  의장  물량은  안벽에서  설치가  수행된

다 . 안벽의  경우  야드  관리  관점  보다는  하위  관점인  수행을  위해  공장  

관리  / 공정  관리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3.2.2 에

서  공장  관리  / 공정  관리  관점에서  본  절에서  정의한  성과  피라미드를  

통한  핵심  성공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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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Revised performance pyramid for offshore structure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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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한 핵심 성공 요인 도출 

3.2.1 에서  재구성한  성과  피라미드를  기반으로  가치  사슬  모형인  

VDT(Value Driver Tree)를  활용하여  핵심  성공  요인 (CSF:Critical 

Success Factor)을  도출하였다 .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VDT

는  앞서  설정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한  성과  피라미

드와  해양구조물  생산  관리  시스템  분석에서  수행하였던  관리  지표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 VDT 를  작성  기준으로는  먼저  공정 , 물류  및  작업  

흐름 , 공간을  기준으로  1 차  분류를  수행하고 , 2 차로  이를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제품 , 설비 , 일정 , 작업자  기준으로  수행해야  하는  요인을  기

술하였다 . VDT 를  통한  세분화는  1 차  2 차  영역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

정  하에서  더  이상  지표가  상세화  되지  않을  때까지로  한정하여  수행하

였다 . 이렇게  도출된  개별  영역의  최하위  지표를  전략적  조선  생산  관리

를  위한  주요  관리  요소로서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Fig. 28 은  Level 2 공장  관리  관점에서  VDT 를  통해  핵심  성공  요인

를  도출한  사례이다 . 해양구조물  의장  성과  관리  피라미드에서  정의한  

작업만족도 , 유연성 , 단위생산성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작성  기준에  따

라서  VDT 를  통해  세분화를  수행하였다 . 그  중  단위  생산성  향샹을  살

펴  보면 1 차  작성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기준  정의 , 작업  편

성  관리 , 공정  실행개선  3 가지  하위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 이렇게  도출

된  1 차  분석  항목을  제품 , 설비 , 일정 , 작업자  등의  2 차  작성  분류  기

준으로  분류하여  작업  실적관리 , 당기  목표  시수  관리 , 작업  진도율관리 , 

작업자  그룹별  제품  할당  관리 , 작업자 /반  숙련도  관리 , 작업  지시서  관

리 , 작업  계획  고도화 , 인력 , 공간 , 설비  관리  효율화 , 제품  공급망  효율

화  등의  세부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 단위  생산성  향상  관련  항

목  분석  이외에  생산  유연성  확보 , 선행  공정에  대한  작업  만족도  관련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분화를  수행하여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

였다 . Table 6 과  같이  도출된  핵심  성공  요인들과  연관되는  공정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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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상세  기술을  수행하였다 . 이렇게  도출

된  Level 2 공장  관리  수준의  핵심  성공  요인과  관련된  Level 3 공정  

관리  수준의  목표  사이에  관계를  정의한다 . 정의한  관계를  통해  핵심  공  

요인과  목표  사이에  상호  영향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Level 3 공정  

관리  수준에서  도출할  핵심  성공  요인과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Fig. 29 은  Level 3 공정  관리  관점에서  VDT 를  통해  핵심  성공  요

인을  도출한  사례이다 . 해양구조물  의장  성과  관리  피라미드에서  정의한  

WIP(Work In Process) 감소 , 일정  준수율  향상 , 표준  공기  단출 , 비용  

절감 , 품질  향상  측면에서  작성  기준에  따라  VDT 를  통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 1 차  작성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작업  진도  관리 , 작업  실행  관

리 , 의장재  관리 , 물류  관리 , 품질  관리로  분석되었다 . 이렇게  분석된  요

인을  바탕으로  추가적  2 단계의  세분화된  분석을  수행하여  Fig. 29 과  같

이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 도출된  핵심  성공  요인들에  대하여  

Table 7 와  같이  관련  있는  공정  관점  영향  및  상세  항목에  대한  기술

을  수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생산  관리  시스템  및  기존  생산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해  Level 2 공장  수준  / Level 3 공정  

수준에서  VDT 를  통한  핵심  성공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된  핵

심  성공  요인은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

악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도출된  핵심  성공  요인을  바탕으로  

3.3 에서는  해양구조물  건조로  인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를  분석하고 ,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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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목표 

시수 관리

작업 진도율 관리

비용 절감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WIP 

감소

단위 생산성 

향상

유연성 확보

작업

만족도

성과관리 

기준 정의

작업 실적 관리

작업

편성 관리

작업자/반 

숙련도 관리

작업지시서 관리

작업자그룹별 

제품 할당 관리

공정 실행 

개선

긴급 작업

실행 개선

일정 및 품질 

만족도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제품 공급망

효율화

작업 계획 

고도화

긴급 작업 

계획 수립

인력, 설비, 공간 

긴급 할당

긴급 작업 

지연 파악

품질 기준 만족

일정 지연 

최소화

작성 기준 1 : Activity, Flow, Space

작성 기준 2 : 제품, 공정, 인력, 공간, 설비 , 일정

공장관리 관점

CSF

품질 향상

 

Fig. 28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CSF using VDT- Level 2.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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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scription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CSF and KPI - Level 2. Factory 

공장 관점 Level 1 Level 2 관련 공정 관점 상세 

단위  

생산성  

향상 

성과 관리  

기준 정의 

작업 실적 

관리 

WIP 감소 

일정 준수율 향상 

작업 현황 파악 및 변화하는 생산환경에 맞는 성과 관리 기준

을 정의하기 위해 현장에서 수행한 작업 실적을 관리 

당기 목표 

시수 관리 
표준 공기 단축 

성과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공장별로 당기 수행할 목표 시수를 

관리 

작업 진도

율 관리 
표준 공기 단축 

표준 공기 기반 전체 작업에 대한 계획과 해당 작업의 진도율

을 관리하여 납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작업  

편성  

관리 

작업자 그

룹별 작업 

할당 관리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작업 편성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자 그룹별 작업 할당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작업자/반 

숙련도 관

리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작업 편성 및 할당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작업자/반 

별 숙련도를 관리 

작업지시서 

관리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작업 편성시 수행해야 하는 세부 작업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는 

작업지시서 생성, 배포,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관리 

공정  

실행  

개선 

작업 계획 

고도화 
표준 공기 단축 

작업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반영하

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중률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표준 공기 단축 

품질 향상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공간, 설비의 관리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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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관점 Level 1 Level 2 관련 공정 관점 상세 

효율화 

제품 공급

망 효율화 

일정 준수율 향상 

비용 절감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제품 투입 및 반출 공정에서 발생하는 낭

비를 제거하여 효율화 수행 

유연성  

확보 

긴급 작업  

실행 개선 

긴급 작업 

지연 파악 

표준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전체 작업 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필수 작업에 대해 모니터

링을 수행하여 문제 발생 이전에 파악 

긴급 작업 

계획 수립 

표준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설계 오작 및 공정 실행 과점에서 발생한 긴급 작업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인력, 공간, 설비를 파악하여 긴급 계획 수립 

인력, 설비, 

공간 긴급 

할당 

비용 절감 

품질 향상 

수립된 긴급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 설비, 공간을 할당하

고 관리 수행 

작업  

만족도 

일정 및  

품질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일정 준수율 향상 후공정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해당 일정 지연을 최소화함 

품질 기준 

만족 

일정 준수율 향상 

품질 향상 

후공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품질 기준 만족할 수 있

도록 품질 평가를 수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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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기 관리

표준 시수 

예측 및 관리

표준 공정 관리

작업 특성 관리

비용 절감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WIP 

감소

작업 물량 관리

작업 난이도 관리

작업 실행 일정 

관리

공정 현황 관리

작업자/반 

할당 관리

자원

 할당 관리

작업 현황 관리

미작업 

일정 관리

공정 진행율/

완료일자 관리

작업 진도 관리

의장재 납기 

관리
자재 W/O 관리

의장 납기 관리

의장재 재고 

관리
의장재 목록 관리

의장 보조재 

목록 관리

의장재 관리

설비 소요 물품 

신청 관리
자재 입고 관리

장비 소요 관리

물류 부하 관리

적치장 

부하 관리

운송장비

신청 관리

물류 관리

부하 관리

인력, 설비

부하 관리

공정 

부하 예측

공정관리 관점

CSF

품질 향상

품질 관리 제품 

품질 관리

품질 관리조 

업무 관리

품질 불량 

히스토리 관리

작성 기준 1 : Activity, Flow, Space

작성 기준 2 : 제품, 공정, 인력, 공간, 설비 , 일정

납기 예측

정보 반영

긴급 작업

 관리

실행계획 수립

설계 정보 반영

납기 실적 반영

 

Fig. 29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CSF using VDT- Level 3.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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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scription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CSF and KPI - Level 3. Process 

Level 1 관련 공정 관점 Level 2 Level 3 상세 

작업  

진도  

관리 

WIP 감소 

일정 준수율 

향상 

공정  

현황 관

리 

작업자/작

업반 할당 

관리 

세부 공정에 수행하는 작업자/작업반에 대한 할당 정보를 관리하여 현

장 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자원 할당 

관리 

세부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자원에 대한 할당 정보를 관리하여 현장 작

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작업  

현황 관

리 

미작업 일

정 관리 

지연되거나 수행되지 않은 작업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 공정 레벨의 

관리 역량 강화 

공정 진도

율 관리 

진행 중인 작업에 대해 세부 공정별 진도율을 관리해서 작업 현황에 대

한 상세 파악 수행 

긴급 작업 

관리 

작업 현황 관리를 바탕으로 긴급 작업이 수행될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관리 수행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비용 절감 

표준  

공기 관

리 

표준 시수 

예측 및 관

리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 제품/공정에 따른 표준 시수를 예측하고 

이를 관리함 

표준 공정 

관리 

작업자 및 관리자 간의 일관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의장 표준 

공정을 관리함 

작업  

특성 관

작업 물량 

관리 

표준 공정 관리를 바탕으로 작업 물량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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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관련 공정 관점 Level 2 Level 3 상세 

리 작업 난이

도 관리 

제품 / 작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작업에 대한 난이도를 관리하여 

작업 계획 및 실행에 반영 

부하 

관리 

인력, 설비, 

작업장  

부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리중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인력, 설비, 작업장에 대한 부하 관리 

공정 부하 

예측 

작업장에서 공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부하를 예측하여, 계획의 실행가

능성을 높이고, 작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 

실행 

계획 

수립 

납기 예측 

정보 반영 

외주 혹은 선행 작업의 진도율 및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납기가 가능한 

일정을 예측하여 계획 수립함 

설계 정보 

반영 

제품의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 정보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

립함 

납기 실적 

반영 

실적 정보를 반영하여 실행 계획을 수립함 

의장재  

관리 

WIP 감소 

일정 준수율 

향상 

표준 공기 단축 

비용절감 

품질 향상 

의장재  

납기 관

리 

자재 W/O 

관리 

의장재를 제작하기 위한 W/O 가 의장재 설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효과적으로 발행되었는지 관리 

의장 납기 

관리 

설치 공정을 수행해야하는 의장재가 사내로 정상적으로 입고 되었는지 

납기를 관리 

의장재  

재고 관

의장재 목

록 관리 

문제가 생긴 경우 즉각적으로 선행 공정/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 

대상 의장재 목록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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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관련 공정 관점 Level 2 Level 3 상세 

리 의장 보조

재 목록 관

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재 목록을 관리 

물류  

관리 

일정 준수율 향상 

비용 절감 

설비 소

요  

물품 신

청 

자재 입고 

관리 

자재 물품 신청시 자재 전달 및 미납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재 

입고를 관리 

장비 소요 

관리 

설비 소요 물품 신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의 소요 현황을 관리 

물류  

부하 관

리 

적치장 부

하 관리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의 적치장의 부하를 관리하여, 작업에 악영

향을 주지 않도록 부하를 평준화 할 수 있도록 관리 

운송장비 

신청 관리 

자재 이송에 필요한 운송장비의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운송장비 신청을 관리 

품질  

관리 
품질 향상 

품질 관

리 

품질 관리

반 업무 관

리 

일정 지연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가 효과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품질 불량 

히스토리 

관리 

품질 검사 결과 발생하는 문제의 히스토리 정보를 관리하여 향후 동일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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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방안 

2 장에서  분석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및  의장  생산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Table 8 와  같이  의장품  설치  공정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공정  / 납기  / 시스템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 3.2 절에서  수

행한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을  위한  성과  관리  피라미드와  핵심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된  문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였

다 . 해당  문제점과  관련  핵심  성공  요인을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를  고

려한  개선  방안을  정의하였다 . Fig. 30 에서는  도출한  공장  기준  / 공정  

기준  핵심  성공  요인을  기준으로  해양구조물  건조를  통해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의장품  설치  공정  문제와  관련된  전체  핵심  성공  요인과  개선

방안을  기술하였다 . 개선  방안은  크게  체계적  생산  관리를  위한  기준  정

보  정의 , 현장  정보를  반영한  공정  관리  및  계획  수립 , 실행  가능한  계

획  평가를  통한  일정  지연  최소화  3 가지로  분류  된다 . 

먼저  기준  정보  정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3.2.2 에서  분석된  핵심  성

공  요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장  작업에  대한  계획  및  관리가  필수적

이지만  과거  병목  공정이  아니라  생산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장

품  설치  공정에  대한  계획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 계획  및  관리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장  작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작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코드  체계가  필요하다 . 또  의장  작업의  경우  

안벽에  작업자가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job shop 공정으로  

시수  예측이  어렵다 .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장  작업

에  대한  시수  예측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문제로  정도  높은  의장  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 체계적  생산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의장

품  설치  공정  시수에  대한  예측  문제  해결은  필수적인  요소로  공정에  

적합한  예측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은  선박의  건조  공정에서  병목공정이  아니였기  때문

에  생산  관리  수준이  낮고  계획의  정도가  떨어졌다 . 이로  인해  작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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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 , 작업  계획  관련  핵심  성공  요인을  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의한  세부  실행  방안으로  관리와  계획  관점에서  

살펴  보면  우선  관리에서는  현장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작업

별  작업자별  요구되는  정보를  즉시에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야  한다 . 또  계획과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자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수립하고 , 

일정을  생성해  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  의장  작업  계

획의  경우  설치가  복잡한  작업을  제한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계획  수립시  설계  정보를  고려하여  작업  순서가  결정되어야  한다 . 마

지막으로  생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 의장품  납기  

지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생산  계획이  수립해야  한다 .  

계획  검증  관련  실행  방안으로는  이렇게  수립한  계획에  대한  실행  가

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은  현장  조건이  계획  

실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획  검증시  반드시  현장  조건이  반

영되어야  한다 . 또  개별  작업  시수의  경우  작업  시수  예측  기능을  통해  

반영하여  현장의  변동성을  반영하여  계획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이같

은  조건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후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계획을  현장

에  제공해  줄  수  있을  경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생산  문제  개선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기술한  3 가지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간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Onosato 교수가  제안한  분류  기준에  따라  개선  방안을  분류하고 , 

상호  작용을  정의해  보았다 . Onosato 교수는  생산  시스템  분류를  현실

(R:Real)/가상 (V:Virtual), 정보 (I:Information)/생산 (P:Physical) 2 가지  

축으로  분류하여  4 가지로  구성하였다 (Onosato et al., 1993 ; Iwata et 

al., 1995). 현실  정보  시스템 (RIS: Real and Informational System)의  

경우  실제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의사  결정 , 설계 , 

계획  및  평가를  수행한다 . 현실  생산  시스템 (RPS: Real and Physical 

System)은  실제  생산이  수행되는  환경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부재 , 중

간  조립품  제품을  관리하고 ,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측  센서를  관리하는  



제  3 장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  

 

 68 

시스템이다 . 가상  정보  시스템 (VIS: Virtual and Informational System)

의  경우  RPS 를  위한  제어  명령을  생성하고  RIS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 마지막으로  가상  생산  시스템 (VPS: Virtual and 

Physical System)은  RPS 를  가상환경에  구성하여  RPS 가  수행되기전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 이처럼  4 가지  분류기법을  바탕으로  개

선방안을  분류하고  기능  간의  상호작용을  Fig. 31 와  같이  정의해  보았

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코

드  체계를  정의하고 , 개별  작업  시수  예측을  통해  개별  의장품에  대한  

납기  일정  및  시수  예측을  수행한다 . 현장  정보를  고려하여  생산  관리  

및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 시뮬레이셤  모델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한  검

토를  수행하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한다 . 본  장에

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  정의 , 계획  수립 , 

계획  평가로  이루어지는  개선  방안을  정의하였고 , 구체적  실행  방안을  4

장에서  제안한다 . 

 



제  3 장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  

 

 69 

Table 8 Improvement for outfitting process based on problem analysis 

문제점 Level 2관점 Level 2지표 Level 3관점 Level 3 지표 개선방안 

작업자가 작업을 식별할 수 있는 기

준 부재하여 작업장에서 의장 공정 

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함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진도율 관리 
작업 진도 

관리 
작업자 할당 관리 

의장 공정 작

업 분류 체계 

정의 
작업 지시서 관리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자원 할당 관리 

작업 계획 고도화 표준 공정 관리 

납기된 자재 수량과 상관 없이 의장

품 설치 공정 실행에 필요한 자재가 

납품되지 않은 경우 작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일정 지연 문

제가 발생함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지시서 관리 
작업 실행 

일정 관리 

납기 예측  

정보 반영 설치를 고려

한 제작 W/O 

발행 제품 공급망 관리 의장재 관리 
의장재 납기 관리 

의장재 재고 관리 

의장품 설치 작업의 경우 세부 공정

에 대한 시수를 파악할 수 없어 주

별로 설치 목표를 정해 해당 수량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어 시수 예측을 바탕으로 한 관리

가 수행되지 않고 있음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작업 실행일

정 관리 

표준 시수 예측/관리 

의장 공정 시

수 예측 고도

화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작업 물량 관리 

작업 난의도 관리 

의장품의 제품적 특성 / 제작하는 업

체 특성에 따라 의장품을 제작 / 관

리 / 납품에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크지만 일괄적으로 W/O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단위 생산성 

향상 

제품 공급망 효율

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작업 물량 관리 
외주 업체별 

생산 능력을 

고려한 W/O 

발행 

납기 예측 정보 반영 

의장재관리 의장 납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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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Level 2관점 Level 2지표 Level 3관점 Level 3 지표 개선방안 

의장품 설치 계획의 경우 현장에서 

계략적 계획만 수립되고 작업 반장

이 작업 수량/ 세부 일정을 모두 결

정해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고려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계획의 정확성이 

떨어짐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표준 시수 예측/관리 

의장 일정 및 

작업 계획 검

증 
유연성 확보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공정 부하 예측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납기 예측 정보 반영 

상세 생산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현

장 작업을 의장품 수량 기준으로 작

업 반장이 결정해서 수행하기 때문

에 공정 관리자의 경우 생산현장에

서 어떠한 작업이 얼마나 수행되고 

있는지 관리가 어려움 

단위생산성

향상 

작업 실적 관리 

작업진도 관

리 

작업자/반 할당 관리 

의장 공정 관

리자를 위한 

작업 진행 모

니터링 

자원할당관리 

작업 진도율 관리 
미작업 일정 관리 

공정 진도율 관리 

유연성 확보 
긴급 작업 지연 파

악 
긴급 작업 관리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인력 설비 부하 관리 

작업자가 의장품 설치 작업을 수행

하기 위해서 상세 설치 도면, 제품 

연결 관계, 설비 가용 조건 등을 고

려해야 하지만 작업을 수행할 때마

다 해당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작업 수행에 문제 발생 

단위 생산성 

향상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인력 설비 부하 관리 

의장 공정 작

업을 위한 작

업 정보 제공 

설계 정보 반영 

작업 지시서 관리 
표준 공기 

단축 

의장재 목록 관리 

의장 보조재 목록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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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Level 2관점 Level 2지표 Level 3관점 Level 3 지표 개선방안 

후행 의장품 설치 작업의 경우 대부

분 수작업으로 선각 내부에서 작업

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정 진행 현황 

파악이 어려워 이로 인해 작업 계획 

수립 및 관리에 문제가 있음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실적 관리 작업 진도 

관리 

작업자/반 할당 관리 

의장 공정 실

적 수집 

자원 할당관리 

미작업 일정관리 

작업 진도율 관리 공정 진도율 관리 

개략적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만 미

납기된 의장품이 언제 납기 될지 모

르기 때문에 계획의 불확실성이 높

아 작업 계획 및 실행에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작업 진도 

관리 

미작업 일정 관리 

납기 정보를 

반영한 작업 

계획 수립 

유연성 확보 
긴급 작업 계획 수

립 
긴급 작업 관리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공정 진도율 관리 

작업 실행 

일정 관리 

납기 예측 정보 반영  

납기 실적 반영 

설비 인력 부하 관리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의 경우 연

결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한 복수의 의장품 중에서 이를 

고려해서 작업 순서를 결정해야 되

지만 실제 수행 작업 결정을 작업자

가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못함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작업 진도 

관리 

미작업 일정 관리 

설계 정보를 

반영한 작업 

계획 수립 

유연성 확보 
긴급 작업 계획 수

립 
긴급 작업 관리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공정 진도율 관리 

작업 실행 

일정 관리 

설계 정보 반영 

설비 인력 부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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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Level 2관점 Level 2지표 Level 3관점 Level 3 지표 개선방안 

현장 작업의 경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조건이 많이 있지만 현재 

수립되고 있는 계획에 경우 이를 반

영하지 못하고 일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함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표준 시수 예측/관리 

작업 현장 작

업 규칙을 고

려한 계획 검

증 

작업자/반 숙련도 

관리 
공정 부하 예측 

작업 지시서 관리 작업 난이도 관리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납기 예측 정보 반영 

작업 실행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유한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이

를 반영하지 못해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 배포되어 일정 지연 문제가 

극심하게 발생함 

단위 생산성 

향상 
작업 계획 고도화 

작업 실행 

일정 관리 

표준 시수 예측/관리 

설비, 인력 조

건을 고려한 

계획 검증 

유연성 확보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공정 부하 예측 

작업 만족도 일정 지연 최소화 납기 예측 정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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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시수 

예측 및 관리

표준 공정 관리

작업 물량 관리

작업 난이도 관리

작업자/반 

할당 관리

미작업 

일정 관리
공정 진행율/

완료일자 관리

자재 W/O 관리

의장 납기 관리

의장재 목록 관리

의장 보조재 

목록 관리

자재 입고 관리

장비 소요 관리

적치장 

부하 관리
운송장비

신청 관리

인력, 설비

부하 관리

공정 

부하 예측

품질 관리조 

업무 관리

품질 불량 

히스토리 관리

납기 예측

정보 반영

긴급 작업

 관리

설계 정보 반영

납기 실적 반영자원

 할당 관리

당기 목표 

시수 관리

작업 진도율 관리작업 실적 관리

작업자/반 

숙련도 관리

작업지시서 관리
작업자그룹별 

제품 할당 관리
인력, 공간, 설비 

관리 효율화 

제품 공급망

효율화

작업 계획 

고도화

긴급 작업 

계획 수립
인력, 설비, 공간 

긴급 할당
긴급 작업 

지연 파악

품질 기준 만족

일정 지연 

최소화

Level 2 : 공장 관리 관점 핵심 성과 요인 Level 3 : 공정 관리 관점 핵심 성과 요인

의장 표준 공정 

관리 체계 구성

의장 공정 시수 

예측 고도화

의장 공정 진행 현황 

모니터링

작업 현장 지원을 위한 의장 

실행 계획 수립

의장 공정 실행 계획 검증

의장 공정 작업

분류 체계 정의

의장 일정 및 작업 

계획 검증

의장 공정 작업을 위한 

작업자 정보 제공

납기 정보를 반영한 작업 

계획 수립

설계 정보를 반영한 작업 

계획 수립

작업 현장 작업 규칙을 

고려한 계획 검증

설비, 인력 조건을 고려한 

계획 검증

의장 공정 실적 수집

의장 공정 실적 정보를 

반영한 계획 수립

생산을 고려한 

외주 제작 작업 요청

안벽 설치를 고려한 

외주 제작 W/O 발행

핵심 성과 요인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

의장 공정 효율화를 위한 실행 방안

의장 공정 관리자를 위한 

작업 진행 모니터링
의장 공정 시수 예측 고도화

 

Fig. 30 Improvement for outfitting process using critial success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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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의장공정생산관리개선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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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공정
모니터링

현장작업
규칙결정

설치가능
작업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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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공정
표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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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연결
정보

조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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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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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현황정보

설비/인력
현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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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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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스키마

공정기반
가상 모델

 

Fig. 31 Over view for outfitting proces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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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실행 방안 

4.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4.1 의장 생산 관리를 위한 기준 정보 생성 

4.1.1 의장품 설치 공정 표준 코드 분류 체계 정의 

조선  생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선소는  대규모  프로

젝트  정보  관리  수단으로  목적에  적합한  형태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Hameri & Nitter, 2002). 조선소

에서  건조되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은  대형  복합  구조물로서  맞춤형  수

주  생산  프로젝트로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자

체도  WBS 와  같이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고 , 생산  관리  역시

WBS 를  활용한  작업  분류  기준을  통해  제품 , 공정 , 자원 , 일정에  대한  

통합  관리를  수행한다 (Okayama and Chirillo, 1980). 조선소  WBS 의  

경우  세부  사항은  기업별로  차이가  있지만  핵심  구성은  Fig. 32 과  같은  

형태의  코드  구조를  가진다 . 조선  WBS 구조를  살펴보면  상위에는  제품  

분류  기준이  존재하는데  최상위에는  프로젝트인  선박 , 해양구조물로  구

성되고 , 하위에는  프로젝트의  블록이  위치한다 . 이러한  제품  분류  기준  

하위로는  공정  특성을  반영한  코드가  있다 . 공정  코드로는  블록과  관련

한  상위  공정 , 상위  공정의  세부  작업으로  구성된다 (Lee, 2013a).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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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위  항목으로  내려가면서  생산  계획의  범위는  연단위 , 분기단위 , 월

단위 , 주단위로  상세화되고 , 관리  대상  작업  수준이  세밀해진다 . 이처럼  

조선소  WBS 는  제품  분류와  공정  분류를  연결해서  관리되고 , 개별  

WBS 항목은  자원 , 일정과  추가적으로  연결  시킴으로써  개별  단위  관리  

항목이  결정된다 (Lee et al., 2012). 

Table 9 는  한국  대형  A 조선소의  WBS 구조  사례이다 . 이를  살펴보

면  위에서  언급한  WBS 의  구조적  특성과  유사한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제품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분류  기준인  제품  

Level 1, 2 의  경우  조선소  별로  유사하고 , 공정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공

정  분류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다 . 이처럼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조선

소  생산  관리  WBS 는  표준을  바탕으로  정의되지는  않아지만  조선소에

서  널리  적용되고  사용되는  생산  정보의  가장  표준화된  정보  기준  체계

라  할  수  있다 . 

WBS 관리  경향을  분석해  보면  도크  이전  공정인  선행의  경우  블록  

조립이  수행  전이라  제품  분류  단위가  블록이지만 , 후행  공정에서는  조

립이  수행된  후이기  때문에  구역 (Zone)으로  관리를  수행한다 . 공정  측면

에서는  과거  상선  건조시  조선소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인  성형 , 조

립 , 탑재와  같은  선행  공정의  경우  공정  코드를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 

하지만  안벽에서  수행되는  후행  공정은  병목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WBS 의  공정  관리  코드가  Level 1 수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  

의장  생산  공정  관리에  관해  살펴보면  제품적  측면에서는  블록보다  

큰  단위인  구역  혹은  선행  탑재  블록을  계획  대상으로  선정하여 , 공정  

측면에서는  Level 1 수준의  계획을  수립한다 . 이로  인해  선행  공정의  경

우  단일  계획  항목별  부과된  일정이  2~4 주  정도이지만  후행  의장품  설

치  공정에서  관리하는  코드의  경우  개별  항목별  4~6 개월의  작업  수행

해야  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된다 . 이로  인해  현재  표준  공정  코드  

체계로는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한  상세  작업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 본  연구에서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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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의장품  설치  공정  코드  관

리  체계를  기존  WBS 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 

의장  작업  표준  코드  분류  체계는  크게  제품  종류 , 작업  정보 , 제품  

코드  3 가지로  구성된다 . 의장품  설치  공정  코드  관리  체계  정의를  위해  

안벽에서  수행되는  의장  작업에  대해  수행한  분석을  참고하여  의장  작

업  대상이  되는  제품군을  장치 , 라인 , 스풀  설치도 , 스풀 , 지지대  총  5

가지로  분류하였다 . 또  이를  바탕으로  공정  측면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

에  대해  Fig. 33 와  같이  세분화를  수행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을  크

게  3 가지  Level 로  계층화  하였고 , Level 1,2 에  대해  코드  정의  및  기

술을  수행하였다 . 이처럼  정의한  작업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대상  제품  

코드를  할당하여  단위  작업에  대한  명세를  할  수  있게  되고 , 통합적  계

획  및  관리를  위한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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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Concept of shipyard work breakdown structure(Lee,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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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Outfitting work breakdown structure for prod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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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ample of shipyard work breakdown structure 

Level 선행 공정 후행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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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한 시수 예측 방법론 

4.1.1 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관리를  위한  표준  작업  분류  체계  

정의를  수행함으로써  관리  대상인  작업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다 . 작업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 관리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의장  작업에  소요되는  시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의

장품  설치  공정은  입고된  제품을  작업자가  작업  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job shop 공정이다 . 과거  의장품  설치  공정은  작업자

의  능력  및  작업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개별  작업에  대한  시수  예측

이  어렵고 , 시수  예측이  요구되는  병목공정이  아니라  연구의  필요성이  

낮았다 . 하지만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이  핵심  공정으로  주목  받

으면서  계획  수립  및  관리에  요구되는  개별  공정  시수  예측에  대한  연

구가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본  절에서는  3.2.3 에서  도출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  방

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먼저  시수  예측을  위한  방법론을  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방법론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 시뮬레이션은  시

간에  따른  실세계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수행  과정을  모사하는  행위

이다 . 시뮬레이션은  활용하는  도구에  상관없이  시스템의  인위적인  히스

토리 (시간에  따른  결과의  변화 )를  생성하고 , 실세계  시스템의  특성과  관

련된  추론을  도출하기  위한  인위적인  히스토리에  대한  관찰  행위를  수

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Woo, 2005).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ig. 

34 와  같이  내부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  및  로직  파악이  필수적이

다 .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 시뮬

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실험  대상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 

데이터  마이닝은  1995 년도에  지식  발견  및  데이터  마이닝 (KDD :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국제  학술대회가  최초  개최된  

이후  해당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Berry et al., 1997).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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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마이닝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세부적인  정의에  차이는  있지만  대량

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Hand et al., 

2001). Fig. 34 와  같이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간의  상호  관계  및  로직  파악이  필수적이지  않다 . 데이터  마이닝은  

시스템  내부  관계가  아닌  데이터  간의  관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추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데이터

가  필수적이다 . 충분한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사이에  관계를  정의하고 , 

예측  및  분류를  수행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의장품  설치  공정을  Fig. 35 과  같이  크게  사외공정과  

사내  공정으로  구분하였다 . 사외  공정은  작업지시서가  발행된  후  협력업

체에서  제작  및  도장을  수행하고  사외  보관  후  조선소  사내로  입고까지

를  의미한다 . 사내  공정은  협력업체에서  입고  시킨  의장품을  사내  보관  

후  작업자가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한  의장품을  안벽  작업장으로  이송  

시키고 , 설치를  수행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  

사외  공정과  사내  공정  시수  예측을  위한  방법론  결정을  위해  시스템

내부  로직  파악 , 실적  정보  2 가지  측면으로  Fig. 35 과  같이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해  보았다 . 사외  공정의  경우  협력업체가  주관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내부  공정  로직  및  생산  정보  파악이  어렵다 . 의장품  중  장치는  

수량이  작고  중량이  크기  때문에  이송시  주요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내  물류  및  공정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스풀의  경우는  수량이  

많고 , 소부재라  물류  흐름  파악이  어렵고  공정  관리  수준이  떨어진다 . 

이처럼  사외공정 , 사내  공정  모두  시스템에  내부  로직  파악이  쉽지  않아  

시뮬레이션  방법론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 . 반면  실적  정보  측면에서는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한  데이터

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  적용에는  적합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을  통한  예측  모델  생성  절차를  살펴보면  KDD

에서  제안한  절차가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된다 (Berry et al., 1997). Fig. 



제  4 장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실행  방안  

 

 

 82 

36 과  같이  대상  프로젝트  및  산업체에  대한  이해 , 분석  목적에  맞는  모

델을  생성할  수  있는  정보  획득 , 획득된  데이터  탐색을  통한  정제  및  

전처리 , 분석  목적에  맞는  기법을  선택  및  모델  생성 , 모델에  대한  평가 , 

적용  총  6 개의  단계로  정의된다 . Fig. 37 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  적용  

절차  중  첫번째와  마지막  절차인  사업에  대한  이해 , 배포를  제외한  4 가

지  절차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기술하였다 (Gailt et al., 2007). 데이

터  정제  및  전처리  절차에서는  데이터의  타당성  유무를  검증하고 , 분석

에  적합한  형태로  형변환 , 극단치  제거와  같은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

다 . 이후  데이터  분할  및  유형  결정  단계에서는  모델을  생성하는  학습용  

/ 생성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용  / 최종  모델에  대한  검증

을  수행하는  검증용  데이터를  생성하고 , 목적을  구체화하여  분석  유형을  

결정한다 . 분석  기법  선택  절차에서는  입력변수 , 출력변수의  특징과  분

석  목적을  바탕으로  적합한  분석기법을  결정한다 . 분석  절차에서는  세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목적에  적합한  예측  및  분류  모델을  생성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  모델을  수립하는데  KDD 에서  

제안한  절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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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World 시스템 내부 정보 파악 불가능 데이터 마이닝

Real World

A B C

D E F

G H I

시스템 내부 로직 파악 가능함 시뮬레이션

 

Fig. 34 Characteristic of simulation and data mining method 

제작 도장 입고 불출신청 야드입고 불출신청 적치일 On Deck

사외공정 사내공정

물류흐름
파악어려움

사내적치장

공정관리
수준이떨어짐

사외공정(협력업체) 사내공정(조선소내)

상세작업
제작공정로직및

설비정보파악이어려움
사내물류흐름파악이어렵고,

세부공정별소요인력정보가없음

실적정보 실적정보가시스템에입력됨 실적정보가시스템에입력됨

협력업체 A 협력업체 B

협력업체 C 협력업체 D

 

Fig. 35 Analysis of extenal and intenal outfitting process for work hour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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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rocedure of data mining method(Berry et al., 1997)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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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결정

분석 기법 선택 분석

• 결측치, 극단치 제거

•데이터 스케일 검토

후 데이터 정규화

•범주형 자료 반영을

위한 더미 변수 생성

•학습용/평가용 데이

터 분리

•목적을 구체화하여

분석 유형 결정

• 분석 기법 결정

• 분석에 적합한 데이

터 선택 후 분석 수행

• 상관분석

• 선형 다중회귀분석 및

PLS 회귀분석 결과 비

교

Log scale

Regession

 

Fig. 37 Detail procedure of data mining for outfitting process time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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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 

Fig. 37 의  데이터  마이닝  적용  절차에  따라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을  위한  분석  모델을  수립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을  위

한  데이터  전제  및  전처리에  앞서  대상  공정을  간략히  분석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W/O (Work Order) 발행일에서  제작일 (Making)까지의  기간

을  제작기간 (Making)로  정의하였는데  이  공정은  제작협력사로  W/O 를  

발행한  뒤  제작협력사에서  배관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공정을  의

미한다 .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도장이  완료되는  시점을  도장기간

(Painting)으로  정의하였고 , 도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내로  입고되는  

시점까지를  사외재고 (Out stock)로  정의하였다 . 입고일부터  설치  작업을  

위해  작업장  근처로  적치되는  적치일까지를  사내재고 (In stock)로  정의

하였고  적치일부터  불출요청을  받아  배관을  Deck(갑판 ) 위로  올라가는  

시점인  On-Deck 까지를  설치대기 (Standing Install)로  정의하였다 . 마지

막으로  On-Deck 에서  설치가  완료되는  날짜까지를  설치 (Install)로  정의

하였다 . 위에  정의된  6 개의  공정에서  제품  공급망  관리에  해당하는  부

분은  제작일에서  사내재고까지로  분류하였고 , 사내  의장품  설치  공정  관

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치  대기  공정과  설치로  정의하였다 .  

위의  정의한  공정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설치 (Install) 단계에

서  계획된  설치  날짜까지  배관들이  설치되는  장소까지  공급이  되지  않

아  공수가  손실되고  계획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획별  설치  계획  시  배관들이  적치되는  날짜를  예측하여  가장  

먼저  설치  준비가  되는  제품부터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 본  연구를  

통해  W/O 가  발행되는  시점부터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계획

하고  이를  통해  공정  흐름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수  예측  모델을  

정의하였다 .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Table 10 와  같이  국내  조선소의  배관  

제작에서  설치에  이르는  공급망  데이터로  공정  완료  날짜  및  파이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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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제작정보  등이  포함되었다 . 이중  파이프의  사양과  관련된  데이터인  

직경 , 길이 , 재질 , 중량 , 부재수 , Joint 수의  경우  제품의  고유의  특성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선정하였고 , 제품  고유의  특성  외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가접장 , 설계완료날짜 , 최종납품요

청일 , 외주제작업체 , 외부  창고와  같은  제작  정보를  선정하였다 . 

선정된  정보들을  성격에  따라  종속변수 , 독립변수로  분류하고  독립변

수  안에서  변수  특성에  따라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로  분류하였다 . 

그  중  종속변수의  경우  전체  가치  사슬을  6 개의  공정으로  구분하고  

Table 2 의  Making term 부터  Install term 까지  공정기간을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 각  공정별로  살펴보면  제작공정의  경우  M/O 발행일부터  제

작된  날짜까지 , 도장공정은  제작일부터  도장일까지 , 사외재고공정은  도

장일부터  입고일  까지  사내재고공정의  경우  입고일부터  적치일  까지 , 설

치대기공정의  경우  적치일에서  On Deck 일까지  설치의  경우  On Deck

에서  설치완료일까지로  정의하고  두  기간  사이의  소요일수로  값을  설정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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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Description of input and output data for data mining  

Type Name Description 

Independent 

Variable 

Making term 제작기간(day), 파이프를 외주업체에서 실제 가공하여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Painting term 도장기간(day), 파이프를 외주업체에서 도장하는데 걸리는 시간 

Out Stock term 
외부창고적치기간(day), 제작 및 도장이 끝난 스풀을 조선소내로 들여오기 전까

지 외부창고에서 적치되는 기간 

In Stock term 
조선소내적치기간(day), 조선소 내부로 들여진 스풀들이 설치될 장소 근처에 적

치되기까지의 기간 

Stand Install term 설치전대기기간(day), 설치될 장소에 적치되기까지의 기간 

Install term 설치기간(day), 설치될 장소에서 설치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 

Dependent 

Variable 

Continuous 

Data 

DIA 스풀의 직경 

Length(mm) 장치 및 스풀의 길이 

Weight 장치 및 스풀의 무게 

Numer of parts 구성하는 부재의 개수 

Number of joint parts 구성하는 Joint의 개수 

Term from design to 

work order 
설계가 완료된 날짜부터 제작주문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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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Name Description 

Term from request to 

work order 
최종납품요청이 발생한 시점부터 제작주문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day) 

Discrete 

Data 

Main problem 스풀공급에까지의 주요 발생 문제점 

Vendor 스풀제작 협력사 

Stock 완성된 스풀을 적치한 장소 (사외 적치장에 보관 후 사내 입고 함) 

Material 재질 

Stage 설치는 하지않고 옮겨만 두는 적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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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데이터  전처리  및  정제  절차에서는  스풀의  Raw 데이터를  분석

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하기  적합한  형태로  정제  절차를  수행하였다 . 입력

된  Raw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스템  상의  오류  및  인적  오류로  인해  잘

못  입력된  데이터  및  결측값 , 더미값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 데이터  빈

도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극대값이  존재하거나  분포에  왜곡이  있을  경우  

회귀계수값이  작아  변별성을  가지기  힘들고  회귀식  자체에서  왜곡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극대값의  유무를  확인하여  스케일  변환이  필요한  

경우  Fig. 38 과  같이  데이터의  외곡을  보정하였다 . 

Fig. 39 과  같이  범주형  자료의  경우  분석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  신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 기존  수립된  

일정  정보의  경우  날짜  형식으로  획득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정기간  

데이터를  생성하였는데  Raw 데이터의  날짜  정보로부터  앞서  정의한  6

개의  공정기간을  생성하고  동시에  범주형  자료들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였

다 .  

그  후  데이터  분할  및  분석  유형  결정  절차에서는  모델  생성  및  검증

에  필요한  집단으로  데이터를  분할하고  분석  유형을  결정하였다 . 데이터  

분할의  경우  많은  연구에서  학습용  모델의  과접합  문제를  피하고 , 검증

에  신빙성을  올리기  위해  학습용 /평가용 /검증용  데이터  비율을  1:2:7, 

2:3:5 를  많이  선정한다 (Shearer, 2000 ; Galit et al., 2007). 의장품  설치  

공정  실적  데이터의  경우  공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동성이  크

고 , 빈도도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델  검증에  중점을  두기  위해  

모델  검증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1:2:7 의  비율로  분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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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xample of data form transformation  

 

변수 값

문제점 설계

문제점 제작

… …

변수 값

문제점 설계 True False

문제점 제작 True False

…. … … …

형변환
( 범주형 변수

->수치형변수 )

대표문제점변수(n개값) n개변수

신규변수

W/O 제작 도장 입고 불출신청 야드입고 불출신청 적치일 On Deck Finish

제작공정 도장공정 사외재고공정 사내재고공정 설치대기공정 설치공정
 

Fig. 39 Data transformation and creating new data for data mining 

 

예측변수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반응변수 )의  성격에  따라  의장품  설치  

공정  분석  기법을  결정하였다 (Gailt et al., 2007). 의장품  설치  공정  시

수  예측  모델  생성을  위한  예측  변수의  경우  길이 , 중량  부재수와  같은  

연속형  변수와  제작사 , 대표문제점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가  혼재되어  있

다 . 종속변수는  제작 , 도장 , 사외재고 , 사내재고 , 설치대기 , 설치시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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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에  속한다 . 이러한  예측변수와  종속변수  성격을  고려한  예측  기법

은  Table 11 과  같이  linear/multiple regression, neural network, k-

nearest neighbor, gradient boosting tree regression 등이  있다 . 본  연

구에서는  기본적  예측  모델인  multiple regression,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과  최근  활용되고  있는  머신  러닝  기법의  한  알고리즘으로  

제조업  예측  모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측과  분류의  복합  기법인  

gradient boosting tree regression 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다중  회귀분석은  단순선형회귀분석이  확장된  것으로  설명변수가  두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회귀분석으로  수식  (1)과  같다 .  

 
 

(1) 

수식  (1)에서  오차항은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분포를  따르

고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며  회귀계수벡터 (β )와  오차항  벡터 (ε)는  β = 

(β0,β1,․ ․ ․,βp) ́, ε  = (ε1,ε2,․ ․ ․,εp)를  의미하며 , β 는  최소자승

법으로  추정하며  잔차의  제곱합 (Q)이  최소가  되도록  회귀계수를  구한다 . 

설명변수의  개수가  관측치보다  많거나 , 설명변수들  간에  선형관계가  

있는  경우  모수추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 이러한  현상을  다중

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라고  한다 . 다중공선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는  분산평창계수 (VIFj)를  이용하며 ,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변수  선택  과정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의  유무를  확인

하여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도  반응변

수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를  제외시킬  위험성이  있다 . 

PLS 회귀분석은  1966 년  Herman Wold 에  의해  사회과학 , 특히  경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주성분을  추출하는데  있어  설명변  

뿐만  아니라  반응변수간의  공분산을  추가로  고려하기  때문에  반응변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Kim, 2012). PLS 모델

은  X(설명변수 )와  Y(공정기간 )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설명

변수와  공정기간  사이의  관계식은  수식  (2)와  수식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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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ta 는  Y 를  고려한  축소공간에서의  이력을  나타내는  a 번째  주성분  벡

터 , ua 는  X 를  고려한  Y 축소공간에서의  이력을  나타내는  a 번째  주성

분  벡터이며 , Pa 는  XtX 의  고유벡터인  loading 벡터 , EA 는  잔차행렬

(Residual matrix)이고 , Y 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 여기서  X 와  Y 의  

주성분  벡터  사이의  내적관계 (Inner relation)로  회귀계수 (b=uTt/tTt)를  

구해  모델링한다 . 스풀  제작  및  설치  공정은  의장품들  중에서도  변동성

이  크고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적오류의  가능성이  큰  공정이다 . 이와  같

은  공정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차원감소뿐  아니라  뛰어난  예측  성능을  

가지면서  잡음이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효과적이다 .  

Gradient boosting tree 회귀분석은  분류  모델로  사용되는  decision 

tree 와  예측모델로  사용되는  regression 을  결합해서  예측  모델을  정의

하는  기법이다 (Breiman, 1999). 제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계학습  기

법  중  하나로  목적이  다른  2 가지  기법을  결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일  기법을  활용하는  기법에  비해  예측력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Galit 

et al., 2007). Gradient boosting tree 회기분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

선  decision tree 를  통해  특성있는  데이터를  분류하여  복수의  집단을  만

든다 . 생성된  집단  별로  별도의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예측  모델을  

완성한다 . decision tree 를  과도하게  수행할  경우  과접합의  문제가  발할  

위험성이  존재하기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기법이

다 . 

본  연구에서는  3 가지  회귀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  문제에  적용하였다 . 학습용  데이터와  평가용  데이터를  활용하

여  개발한  예측모델을  검증용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Table 12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다수  추정  모형에  대해서  상대적인  정확도  비교에  지표

로  넓게  활용되는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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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Absolute Percentage Error)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다중  회귀  분석 , 

PLS 회귀분석에  비해  Gradient boosting tree 회귀분석이  높은  예측력

을  보였다 (John et al., 1992).  

공정별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소  사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제작 , 도장 , 

사외재고 )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예측에  사용된  입력  데이터가  사내  공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적고 , 사외  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았다 . 또  제작과  도장 , 사외재고의  경우  인적요소가  포함될  

여지가  적고  외주  제작  업체  및  외부  창고마다  기본적인  특성치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 

공급망  관리의  특성상  공급망  데이터에  인적  오류  및  무작위성이  포

함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분석모델을  통해  얻은  효과가  단기적  

또는  개별  물량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복

수  의장  작업  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의  경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조선소에서는  사내  일정  지연  문제  파악을  위해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사내  일정  지연과  관련

된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확보되고 , 수집되는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면  지속적  연구를  진행할  경우  높은  예측력을  가진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에서는  4.2, 4.3 절에서  수행한  안벽  의장품  

설치  공정에  관련된  현장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 수립된  작업  계획을  검

증하는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시수  예측  모델을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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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rediction method considering predict and response variable 

 
연속형 종속변수 범주형 종속변수 반응변수가 없는 경우 

연속형  

예측변수 

Linear/multiple regression 

Neural network 

k-nearest neighbor 

Gradient boosting 

Etc. 

Logistic regression 

Discriminant analysis 

k-nearest neighbor 

Etc.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luster analysis 

Etc. 

범주형  

예측변수 

Linear regression 

Etc. 

Neural network 

classification tree 

Logistic regression 

Naive Bayesian 

Classification 

Etc. 

Association ru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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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 of outfitting process time prediction 

 
 

제작 도장 사외재고 사내재고 설치대기 설치 

M
u

ltip
le reg

ressio
n

 

설명력(R2) 0.211 0.131 0.479 0.43 0.593 0.373 

예측평균 26.36 34.94 0.93 0.16 93.14 47.33 

실제평균 29.54 36.42 1.55 19.01 74.67 59.19 

MAPE(%) 68.5 53.7 102.0 795.2 391.04 418.8 

APE<30 (수

량)(%) 

881개 

(35%) 

1046개 

(42%) 

1210개 

(48%) 

153개 

(6%) 

630개 

(25%) 

432개 

(17%) 

전체 2474 2474 2474 2474 2474 2474 

P
a

rtia
l lea

st sq
u

a
re 

reg
ressio

n
 

설명력(R2) 0.228 0.173 0.480 0.484 0.509 0.130 

예측평균 27.26 34.25 1.75 17.76 59.70 48.59 

실제평균 29.54 36.42 1.55 19.01 74.67 59.19 

MAPE(%) 62.78 120.55 57.46 387.1 201.9 418.7 

APE<30 (수

량)(%) 

937개 

(37%) 

613개 

(25%) 

1334개 

(53%) 

211개 

(9%) 

461개 

(19%) 

449개 

(18%) 

전체 2474 2474 2474 2474 2474 2474 
G

ra
d

ien
t b

o
o

stin
g

 tree
 

reg
resssio

n
 

설명력(R2) 43.02 51.97 9.75 28.28 50.72 31.96 

예측평균 37.31 48.28 3.05 14.32 60.44 53.71 

실제평균 38.74 49.07 3.27 14.56 60.63 52.57 

MAPE(%) 54.86 32.74 82.78 133.71 157.82 281.30 

APE<30 (수

량)(%) 

1256개 

(50%) 

1477개 

(59%) 

609개 

(24%) 

760개 

(30%) 

878개 

(35%) 

782개 

(31%) 

전체 2474 2474 2474 2474 2474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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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설계 정보를 고려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및 계

획 수립  

4.2.1 기존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및 계획 수립의 한계 

기존  의장품  설치  공정의  한계를  공정  관리 , 계획  수립  2 가지  측면에

서  상세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공정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행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우  선행  공정과  달리  상

세  일정  및  작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는  않는다 . Fig. 40 과  같이  모듈

을  기준으로  주별  작업수량  계획만  수립하며 , 작업  반장은  상세  작업  대

상과  관련없이  수량적  측면에서만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수행한다 . 작업자들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의장품  설치  일정

에  맞추어  의장재를  임의의  순서로  설치하고  있다 . 단위  작업에  대한  일

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공정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공정의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

다 . 또한  해양구조물에  탑재되는  의장품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와  스풀로  분류되는데  장치는  대부분  기술을  보유

한  소수의  해외  업체에서  공급받고 , 스풀은  대부분  사외  하청  업체를  통

해  제작한다 . 이처럼  대부분의  의장재를  관리가  가능한  사내가  아닌  사

외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장비  입고일  지연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가  어

렵고  실제  장비가  늦게  입고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 따라서  자재  공

급  현황  및  현장  공정  상황을  고려한  작업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  

계획  수립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양구조물  의장  계획은  조선소별로  차

이가  있지만 , 대부분  의장  설치  작업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설치  작업을  

당일  결정한다 . Fig. 41 은  현행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을  도식화한  그림

이다 . 의장  설치  작업자는  PDMS(Product data management system)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로부터  전체  의장재에  대해  설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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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  정보인  일정  및  설계  정보를  얻는다 . 

PDMS 는  제품  중심  정보를  관리하는  조선소  정보  시스템으로  작업자에

게  이를  통해  작업  대상  의장재간의  연결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설계  

도면을  공급한다 . ERP 는  제조사의  전체  활동 (제조 , 마케팅 , 배송  등 ) 및  

제조  제품  정보  등을  관리하는  도구로  작업자에게  의장재의  W/O(work 

order) 및  조달  일자  그리고  제품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  

작업자들은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당일의  의장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 해당  블록

의  스풀은  n 개  이상이  연결되면  설치  가능한지 , 또는  이전  설치된  스풀

에  한  개  이상  스풀이  연결  가능할  경우  설치  가능한지  등  과  같은  경

험적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된  스풀인  경우  입고  

일정  정보를  기준으로  당일  또는  익일에  해당  스풀을  설치한다 .  

Fig. 42 과  같이  의장  생산  관리  및  계획  담당자의  경우  의장재  재고  

현황 ,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치공구  납품  현황 , 전체  자재의  납품  예정

일 , 작업  순서  결정을  위한  주요  도면  정보 , 작업장의  현재  부하  수준  

등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 하지만  

담당자가  직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

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 이  같은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의  미비로  

인해  의장  자재의  입고일  변경 , 설계  디자인의  변경 , 판단  오류 , 작업자

간의  서로  다른  설치  계획  수립으로  인한  잘못된  설치와  같은  불확실성

이  커지고  이는  의장품  설치  공정  재작업의  위험을  불러온다 . 이는  작업

자간의  정보  혼란 , 스풀의  재설치  등  의장품  설치  공정의  지연을  야기한

다 . 선박의  경우  의장설치의  재작업이  여러번  반복되어도  설치될  의장재

의  수가  많지  않아 , 전체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 해양구조물은  

설치될  의장재  수가  선박에  비해  매우  많기  때문에  재작업은  일정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친다 . 늘어난  일정은  곧  추가적인  자금 , 인력  및  시간의  

투자를  의미하며 , 수천억에서  수조에  이르는  해양구조물의  수주액  규모

상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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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목표 실적

2주차

목표 실적

3주차

목표 실적

100 70 150 110 200 132A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B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C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D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E module

100 70 150 110 200 132F module
 

Fig. 40 Example of outfitting work management 

 

전체일정의지연 지연에따른비용발생 추가적건조비용발생

설계부서

구매부서

상세설계상세설계상세설계상세설계

상세설계상세설계상세설계W/O

PDMS

ERP

조선소
정보시스템

설계

W/O

연결정보

일정정보

스풀크기
및속성

생산부서

설계오작으로인한제품재발주

경험기반작업계획

당일작업결정

설치작업

문제발생완료

설치오류

 

Fig. 41 Example of outfitting production planning at factor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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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ERP

기간 시스템

스풀 재고 현황

지지대재고 현황

주요 작업 도면

ISO 도면

지지대 제작도

지지대 설치도

작업장현황 정보

납품 예정일현황

정보의 복잡성이 높고, 양이
많이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판
단하기 힘들어 계략적 계획을
수립하며, 부정확성이 높음.

예시(스풀 설치 도면)

작업자의경험을통한 직
관적으로계획 수립

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

설치 작업 예상 소요 시간

미납품 자재 예정일 예측

현장 작업 규칙

 

Fig. 42 Problem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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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실행 방안 

본  절에서는  4.2.1 에서  분석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문제점을  바탕

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였다 . 안벽에서  이루어지는  

후행  의장  공정의  경우  작업이  수행되는  지역이  매우  넓고 , 작업량이  많

기  때문에  담당자별  관리해야  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다 . 작업  관리자의  

경우  의장품  설치  공정이  수행되는  전체  작업  진행  현황을  확인해야  하

기  때문에  선행탑재  블록  혹은  구역  기준으로  작업  진행을  판단해야  한

다 . 작업  반장의  경우  대조립  블록  혹은  층에  대한  작업  관리  책임이  

있고 , 해당  구역에서  수행하는  작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작업자를  배

분해야  한다 . 작업자의  경우  수행해야  하는  작업  지시를  받아  작업에  필

요한  설치  도면 , 제품  납품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작업을  수행

한다 . 이같이  담당자별로  차별적인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효과적인  

공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 

Fig. 43 은  공정  관리  방안에  대해  기술한  그림이다 . 각  담당자는  본

인이  확인해야  하는  제품군을  기준으로  정보가  필요하며 , 필요한  정보로

는  현장  관리  기준인  라인 , SID(spool installation drawing), 작업  완료  

검사  스풀  그룹 , 개별  스풀을  기준으로  제품  성격 , 설치  위치에  따라  제

품별  실적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Fig. 44). 이처럼  실적  정보를  제품

의  성격 , 위치  정보  2 가지  축으로  분할하여  제공하면  업무  담당자가  효

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선택된  조건에  대한  전체  

작업  라인 , SID 기준  진도율  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 

세부  구역  및  작업  선택시  하위  작업에  대한  상세  결과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 정보를  즉시에  제공  받게되면  향후  수행할  작업

에  대해  정확성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Fig. 43, Fig. 44 와  같이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4.1.1 에서  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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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관리를  위한  의장품  설치  공정  표준  작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관

리  작업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고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정보  모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를  위해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분석해  보

았다 (Fig. 45). Lee(2013)이  제안한  조선소  정보를  구성하는  6 개의  요소

(제품 , 설비 , 공정 , 공간 , 인력 , 일정 ) 중  공정  관리에  주로  요구되는  요

소는  작업에  대상인  제품 (Product)와  작업 (Process)이다 . Fig. 45 과  같이  

제품과  공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 이를  바탕으로  초기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다 . 제품의  경우  의장품  설치  공정의  관리  최상단에  구역을  의

미하는  유닛이  존재하고 , 유닛은  복수의  층을  가지고 , 각각의  층은  몇  

개의  모듈로  구성된다 . 개별  모듈은  복수의  불록  / 라인  / SID / 스풀  등

의  단위  제품으로  구성된다 . 공정의  경우  의장품  설치  공정  표준  작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며 , 개별  공정에는  작업  선후  관계

가  존재한다 . 이러한  제품과  공정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과  공정

을  중심으로  ERD(Entity Relationship Digram)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

다 .  

제품의  경우  상하위  구조를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  / 라인  / 

SID / 스풀  간의  관계가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Entity 간의  관계를  정

의하였다 . 공정의  경우  정보  Entity 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  표준  작업  

분류  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고 , 사전  정의된  의장품  설치  공

정  표준  작업  분류  체계  코드를  참고하여  개별  작업  코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 또  개별  작업  코드는  개별  공정  정보  이외에  선후행  

공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하였다 . 

이처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장품  설치  공정  표준  정보  분류  체계를  활용한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자  질의  및  현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자  별로  필요한  공정  관

리  정보가  제공되고 , 개별  담당자가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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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현재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이를  바탕으로  담당자별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실행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 

PE 블록 A

대조 블록 Aa

제
품

성
격
의

따
른

분
류

제품 설치 위치의 따른 분류

Line

SID

Package

Spool

의장작업
관리자

작업반장

작업자
 

Fig. 43 Concept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improvement aspect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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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Prototype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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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Process

Unit

Floor 1st

Floor 2nd

Module 1

Module 2

Floor 3rd

Module 3

Module 4

Product Process

 

Fig. 45 Data model concept of outfitting production management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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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수립 실행 방안 

현행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의  경우  수립시  필요한  정보  및  고려해야  

하는  제한  조건이  많지만  별도의  지원  기능없이  작업  관리자  혹은  작업  

반장의  경험에  따라  모듈별  주간  설치  수량만  결정한다 . 목표  설치  수량

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업자는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  수행하며 , 작업  수

량으로만  체크를  하다보니  작업을  수행하지  말아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

여  우선  수량을  만족시킨후  이후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으로  계획을  수립하

는  것이  아닌  전문가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된  통일된  작업  시나

리오와  판단  알고리즘  및  자동화된  계획  수립  기능이  필요하다 . 통일된  

작업  시나리오는  작업자간의  서로  다른  설치  계획  수립으로  인한  재설

치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 작업자간의  설치  정보  혼란을  방지한다 . 판단  

알고리즘은  재설치 , 설계  정보  변경 , 입고된  스풀  등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일관성이  있는  의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무계획적인  현행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에  계획성  및  일

관성을  가져다주고 , 결과적으로  현재  조선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

장품  설치  공정  기간  지연  현상을  방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 

Fig. 46 은  알고리즘  기반  설치  가능  작업을  결정해  주는  계획  수립  

기능의  개념도이다 . 조선소  조선소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작업  대상  제품  

재고  현황 , 작업의  보조재이자  치공구인  지지대  재고  현황 , 납품이  되지  

않은  경우  납품  예정일  현황 ,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주요  

도면  정보를  획득한다 . 조선소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에  현재  

작업장  부하  및  현황  정보를  추가하여  제품  연결  정보  생성  모듈  , 작

업  규칙  반영  모듈 , 미납품  자재의  경우  납품  예정일  예측  모듈 , 설치  

가능  작업  결정  모듈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의장품  설치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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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가능한  작업  계획이  가능하다 . 

이  같은  계획  수립  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세부  모듈의  구현  가

능성  및  기능을  상세화  하였다 . 먼저  제품간  연결  정보  생성  모듈을  살

보면 , 현재  조선소에서는  의장재  스풀  배관  설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 해외  해양구조물  전문  설계사에  외주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기  

때문에  생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품  연결정보를  조선소에서  보유 , 관

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이로  인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품  연결관

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도면  정보로부터  개별  스풀  설계정보  분석을  

통해  추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Fig. 47 는  설계  도면에서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관계를  생성하

는  알고리즘을  도식화하였다 . Fig. 47 의  왼쪽  표가  도면  정보에서  연결

정보를  추출한  raw 데이터이다 . 설계  도면  및  현장  생산의  관리기준인  

SID(Spool Installation Drawing)를  기준으로  현재 , 시작 , 끝  3 개의  항

목이  존재한다 . 각  항목에는  스풀과  점  정보가  표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 

대부분의  연결정보는  표의  스풀들 (S1,S2,S3)과  같이  특정점 (P2)를  중심

으로  연결되어  있다 . 일부  연결정보는  S4 와  같이  연결관계에서  분기되

어  있는  정보  형태로  획득된다 . 이처럼  구성된  연결정보를  바탕으로  스

풀간의  연결관계를  획득하기  위해  Fig. 47 의  오른쪽과  같은  순서도를  

정의하였다 . 순서도에서는  우선  전체  SID 중  추출할  SID 를  선택하고 , 

SID 내에서  연결관계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이처럼  의

장품  설치  공정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정보인  제품간의  연결관

계  추출  모듈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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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ncept of outfitting production planning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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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Flow chart of process for spool connection information gernation 

다음으로  납품  예정일  예측  모듈을  살펴보면  Fig. 48 과  같이  조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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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의장일정 , work order, 실적정보 , 제품정보 , 

협력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예측을  수행한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수

립  및  관리를  수행할  때  모든  제품이  입고되서  생산  가능한  상황이  아

니고 , 대부분  특정  공정 (제작 , 도작 , 입고 , 불출신청 , 야드입고 )이  수행되

고  있거나  적치  장소 (사외적치장 , 사내적치장 )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 이러한  제품에  대한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작업장에  납

품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남은  공정에  대한  시수를  예측이  필수적

이다 .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개별  제품에  대한  

예측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작업장 (on deck)에서  현재일  혹은  확인하고  

싶은  특정일에  예상되는  자재  납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납기를  고려한  작업  가능  일정을  도출할  수  있다 . 작업  일정이  도

출된  후  현장  설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수행  가능한  작업을  결정

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설치  가능  작업  결정  모듈을  살펴보면 , 조선소  정보  시스

템으로부터  대상  제품  및  실적  정보를  추출한  후  현장  작업  규칙 , 제품  

연결  정보  생성  모듈에서  생성한  설계  정보 , 납품  예정일  예측  모듈에서  

납기  예정일  정보를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작업을  결정한다 . 설치  가능  작

업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Fig. 49 에  도식화하였다 . 작업을  수행해야  하

는  전체  SID 중  탐색  SID 를  선택한  후  선택된  SID 내의  스풀  리스트

에  대해  작업규칙 , 설계정보 , 납품  여부  등을  고려해서  일자별  수행  가

능한  작업을  결정하여  의장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통해  작업자의  

개인  판단에  의거한  설치  계획을  배제하고 ,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방식으로  설치  가능  스풀을  정의한다 . 이에  따라  각  작업자가  수행하였

던  설치  가능  작업  판단을  제거함으로써  각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집중

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스템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장재의  납기  정보  등이  변경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을  재수립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

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작업자들간의  정보  혼란으로  인한  설

치  오류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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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에서  예상  물량의  적중도가  낮아  공기  변경의  영

향이  크게  주는  후행  의장재  설치부문을  중점으로  제품  연결관계 , 납품  

예정일 , 작업  규칙등의  제한  조건과  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설치  가능  스

풀을  판단하여  의장  설치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  

의장  생산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작업  수행  문제와  일정지연  문

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W/O 제작 도장 입고 불출신청 야드입고 불출신청 적치일 On Deck Finish

제작공정 도장공정 사외재고공정 사내재고공정 설치대기공정 설치공정

조선정보시스템

의장일정
Work
Order

실적 제품 협력업체

설치시점예측 : 제품의공정실적을통한공정시수예측모델기반설치가능일정도출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Fig. 48 Prediction module using scenario for suppl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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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Flow chart of installable spools work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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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뮬레이션 기반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검증 

4.3.1 설치 공정 특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해양구조물  의장  장치  및  스풀  설치  공정은  안벽에서  대부분  수행되

는  작업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 장치를  연결하는  스풀을  설치하는  공정이

다 (Ham et al., 2016). 해양구조물의  경우  수만개에서  수십만개  스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높지만  공정관리  수준이  떨

어져서  지연이  빈번히  발생한다 . 해양구조물  건조  공정은  공정의  종류에  

따라  Flow shop 과  Job shop 이  혼재되어  있으며 , 일부  공정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Project shop 의  특성을  가진다 (Song, 2013). 

본  연구의  대상인  의장품  설치  공정은  Fig. 50 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품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모여서  공

정을  수행하는  Job shop 형태를  지닌다 .  

일반적인  상용  제조업  시뮬레이션  모델  도구인  Siemens 사의  Plant 

Simulation, Dassault 사의  DELMIA QUEST 의  경우  Fig. 51(a)와  같

이  설비  중심의  자동화된  공정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데  적합하다

(Lee et al., 2013).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 고정된  설비를  통해  생산라

인을  구축하여  제품별  일정  계획이  불필요한  산업의  경우  설비를  중심

으로  제품과  공정의  관계를  정의하는  설비  중심  모델링  방법론을  통해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한다 (Lee et al., 2014).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

하기  위해  Source, Sink, Machine, Buffer, Conveyor 와  같은  요소를  활

용하여  실제  대상과  유사하게  모사하여  표현하고 , 각  설비  간의  연결  관

계와  설비의  작동  로직을  정교하게  작성해야  한다 . 설비  중심  모델링  방

법은  설비  별로  수행하는  공정이  다르고 , 일정한  흐름에  따라  공정이  진

행되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생산  방식이  Flow shop 이며 , Flow shop 특성을  갖는  공장을  

모델링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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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제품을  작업이  수행되는  공간

으로  필요한  설비를  이동해가며  생산하고 , 제품별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

에  단일  제품에  대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산업의  경우  공정을  중심으

로  제품 , 설비의  관계를  정의하는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이  장점을  가

진다 . 설비  중심  모델링  방법론과  달리  공정을  중심에  두고 , 공정간의  

선후  관계를  정의하고 , 공정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제품이  투입된  경우  필

요한  설비를  점유하여  공정을  수행하고 , 공정이  완료된  경우  다음  공정

으로  제품을  이동시킨다 . 설비  중심  모델링  방법론의  경우  설비라는  실

체를  바탕으로  모델을  수립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모델링하기  쉽지만  적

용되는  대상이  공정  중심으로  관리되는  산업의  경우  시뮬레이션  모델  

정의  난이도가  높고 , 적용이  쉽지  않다 . 공정  중심  모델은  공정을  중심

으로  생산관리가  수행되는  Job shop, Project Shop 방식에  적합한  모델

링  방식이다 . 

 

 

Fig. 50 Charicteristic of flow shop and job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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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Difference of resource based modeling and process based modeling 

 

해양구조물  건조  공정은  수십만개의  부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공정

으로  flow shop, job shop 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공정이다 . 하지만  후행  

안벽에서  수행되는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우  제품이  고정되어  있고  복

수의  공정이  설비를  이송해  작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job shop 공정이

다 .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할  방법론을  결정하기  위해  

전형적인  job shop 공정인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해  설비  

중심  모델링과  공정  중심  모델링을  적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

았다 . 

우선  먼저  Fig. 52 은  설비  중심  모델링  방법으로  해양구조물  안벽  장

치  및  스풀  설치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성도를  표현한  것이다 . 화살표로  

표현된  연결  관계는  설비간  선행 /후행  관계를  정의한  것이며 , 제품은  입

고  후  모듈에서  설치  공정이  수행된다 . 동일  공간에서  장치  및  스풀  설

치와  관련된  모든  작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Fig. 52 과  같이  설비  중심으

로  모델링  할  경우  작업  공간에서  전체  공정에  대한  설치  로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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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개별  작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작업자  관련  로직도  작업  공간에  매

핑되어야  한다 . 그로  인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굉장히  복잡하고 , 모델  

수립을  직관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 

반면  해양구조물  안벽  장치  및  스풀  설치  공정을  공정  중심의  시뮬레

이션  모델링  방법론을  바탕으로  모델링  할  경우  공정의  성격과  모델링  

방법론의  사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Fig. 53 는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안벽  장치  및  스풀  설치  공정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성한  그림으로 ,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의  공정을  선행 /

후행  작업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하고  있다 . 각  공정에  필요한  설비는  따

로  모델링하지  않고 , 수량을  제약조건으로  하고  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면 , 동

일한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를  중복하여  모델링하지  않아도  되고 , 설비간

의  복잡한  연결관계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의장  생산  계획이  설

비가  아닌  공정  위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  중심  모델링  적용할  경우  

이러한  장점을  가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이  의장품  설치  공정의  특성상  설비를  통한  작업공간이  뚜렸

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 개별  공정  중심의  생산  계획  및  관리가  수행

된다는  점에서  설비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보다는  공정을  중심으

로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기법이  적합하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공정  

중심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을  모델링  할  경우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와  

작업자를  할당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정의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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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Example of resource centric simulation modeling method 

 

 

Fig. 53 Example of process centric simulation modeling method 

 

조선  생산  계획의  또  다른  특징으로  계층을  가지는  표준  공정  코드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공정의  계층  구

조를  반영할  수  있고 , 계층별로  관리되는  조선  생산  시스템  일정계획에  

적합하게  실제  조선소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Fig. 54, Fig. 55 와  같

은  다중  계층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 다중  계층  방법론이란  레이어  모델

의  구동  구조로  단일  모델로  이루어  진  것과  달리  각각의  모델이  상호  

독립적이며 , 이를  Layer level 에  맞추어서  구분한다 . 또한  시뮬레이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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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위한  시뮬레이터의  구현은  레이어  내부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도  

생성이  가능한  구조로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 

조선소에서는  일정  측면에서는  중일정  / 실행계획 , 공정  측면에서는  

조선소별  관리  액티비티  Level 등과  같이  이미  계층화된  정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로  인해  시뮬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뮬레이션  수행  시  획득되는  일정  정보  및  공정  정보를  바탕으로  계층화

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일부  공정의  정보  누락으로  인한  

제약과  관계없이  상황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 

프로세스  집합이  복수의  동일  Level 프로세스를  가지고 , 개별  프로세

스가  하위  프로세스  집합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구조를  정의하였다 . 기

존  프로세스  실행  규칙과  같이  개별  프로세스는  시스템  전역  정보인  자

원과  제품  제약  조건에  의거하여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집합  간

의  정보가  시스템  전역에서  공유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의장품  설치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장품  설치  공정의  성격  및  계획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  중심  방

법론과  다중  계층  방법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을  대상  

방법론으로  결정하였다 . 공정  중심으로  계획  및  생산을  수행하는  의장품  

설치  공정에  적합하고 , 계층화된  일정  계획  및  공정  구조에  적합한  방법

론으로  4.2.2 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

례  및  상세  기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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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imulation model generation scenario using template 

 

Fig. 55 Concept of hierarchical simulation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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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장품 설치 공정 부하 분석 및 예측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에  시뮬레이션  적용을  통한  효과는  다음

과  같다 . 생산  계획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PDCA(Plan-Do-

Check-Act)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 계획을  실행하고 , 실행된  실적을  

확인하고 , 개선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는  4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시

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될  경우  Fig. 56 와  같이  실제  생산환경에서  

PDCA 사이클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계획  바탕으로  시뮬

레이션을  통해  생성한  가상  생산  환경을  통해  가상의  PDCA 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다 . 실제  생산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생

산  계획  정보 , 설비  정보 , 공정  정보를  제공한다 . 이를  바탕으로  가상  

생산  환경에서  PDCA 를  수행하여  실제  생산이  수행되기  전  생산  계획

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재수행  함으로

써  기존  검토되지  않은  계획을  배포하는  것이  아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를  수행한  계획을  배포할  수  있다 . 이  같은  효과가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검증에  적용하기  위해  의장품  설치  공정

에  분석하여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계획  검증을  위한  다중  계층  및  공정  중심  모

델링  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해  의장  주요  공정인  장치 , 스풀  설치  공정

에  대해  모델링  개념도를  도출해  보았다 . 장치  및  의장품  설치  공정  분

석을  바탕으로  공정  연결관계를  정의하였다 . 먼저  장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의장재로  설치  과정이  복잡하다 . Fig. 57(a)와  같이  초기  설치

에서부터  10 여개의  소공정을  통해  설치가  마무리된다 . 세부  소공정으로

는  seat installation, level measuring, machining, holing, erection 등

의  공정으로  구성되고 ,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해서  공정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또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선후  공정  정보를  생성하여  

공정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치의  세부  공정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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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치가  실행될  경우  세부  공정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이  작동해야  한다 . 다음으로  스풀은  해양구조물에서  생산된  원유나  

가스가  통과하는  배관으로  이송  기능을  수행하며 , 장치에  비해  설치  공

정이  복잡하지  않다 . Fig. 57(b)와  같이  6 개의  세부  공정으로  수행되고  

개별  세부  공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설치를  수행할  가용  설비  및  인력

이  필요하다 . 설계  및  일정을  고려한  작업일과  연결된  복수의  스풀이  존

재해야  세부  공정이  실행될  수  있다 . 이처럼  의장품  설치  공정  현황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정의가  수행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합한  6 factor 를  참고하여  시뮬레이션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Lee, 2013a). 

생산계획사전검증필요
-생산계획정보
-설비정보
-공정정보

실제생산환경

시뮬레이션을통한가상생산환경

생산수행전
가상생산환경에서
생산계획실행가능성
평가를통한
사전문제파악

 

Fig. 56 Offshore outfitting PDCA improvement strategy using virtual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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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Process analysis for outfitting production simulation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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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성  요소로는  공정 , 공장 , 제품 , 설비 , 인력 , 일정이  있다 . 공정의  

경우  시뮬레이션  모델의  중심  구성  요소로  기본적  정보  외에  공정  수행

에  필수적인  시수  결정  조건 ,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인력 /

제품  제약  조건을  포함한다 . 공장은  조선소의  설비  중  작업이  수행되는  

야드 , 작업장  같은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는  요소로  공간에  할당

되서  활용하는  세부  설비를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제품

은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공정이  수행되는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구분으

로  일반적으로  완성품 , 중간  조립품 , 구성품 , 부재로  구분되지만  시뮬레

이션에서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약  조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품  

타입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공정의  제품  제약  조건  반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 설비는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며  의장품  설치  

공정의  주요  설비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크레인과  같은  장

비  및  보조재를  의미하며 , 공정의  설비  제약  조건  반영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설비  타입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 일정은  공정을  시작할  수  있

는  시작일과  공정  준수  완료일로  구성되며 , 공정을  시작할  수  제약  조건

으로  활용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이다 . 인력은  설비와  마찬가지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

며  의장품  설치  공정의  인력은  개별  작업자가  아닌  기능별  작업  그룹으

로  관리되며 , 공정의  인력  제약  조건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  타

입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인  공정 , 공장 , 제품 , 설비 , 

인력 , 일정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초기  정보  모델을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사용해  정의하였다 . XML 은  표

준  포멧으로써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 요소와  속성을  통해  복잡한  구조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현하는데  장점이  있는  도구이다 . 솔루션  중립적인  

파일을  정의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 시뮬레이션  모델  측면에서도  내부  

정보  저장  및  출려정보  모델  정의에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Lee and 

McLean, 2006; Lee et al., 2011). XML 로  정보  모델을  정의하게  되면  

모델링  도구 , 별도의  시뮬레이션  엔진 , 소프트웨어  간의  모델  정보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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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에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장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장품  설치  공정의  복잡성  반영이  용이한  XML

을  통해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다 . 

Fig. 58 는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구성요소  중  제품 , 설비 , 공정에  대

한  정보  모델을  XML 기반으로  정의한  사례이다 .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제품  엘리먼트는  제품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

고  하위  엘리먼트로  제품과  관련된  규칙을  정의할  수  있는  Logics 엘리

먼트가  있다 . 데이터  변동이  심한  의장품  설치  공정을  반영하기  위한  모

델링  자유도를  향상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는  속성  엘리먼트

를  가지고  있다 . 공정을  실행하는데  제품과  같이  제약조건으로  활용되는  

설비의  경우  기본적인  구성은  제품  엘리먼트와  동일하고 , 기본적인  속성  

정보는  차이가  있다 . 시뮬레이션  모델에  중심이  되는  공정을  살펴보면  

크게  template 엘리먼트와  instance 엘리먼트로  구성했다 . Template 엘

리먼트는  기본적인  의장  생산  공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뮬

레이션  공정  모델  생성을  위한  표준  모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

는  요소이다 . 해당  엘리먼트에  장치 , 스풀의  기본  설치  공정  및  연결관

계를  생성  후  관리하고 , 인스턴스  엘리먼트를  생성해서  개별  공정의  특

성을  반영한다 . 인스턴스  엘리먼트는  template 엘리먼트를  바탕으로  생

성한  공정  모델로  하위  복수의  프로세스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 프로

세스  엘리먼트는  기본적인  속성  정보와  요구  조건 , 후행  프로세스 , 사용

자  정의  속성 , 작업규칙  반영  script 엘리먼트를  포함하고  있다 . 요구  

조건  엘리먼트는  공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품 , 설비 , 인력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엘리먼트이고 , script 엘리먼트는  공정  실행시  작

업  규칙을  반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엘리먼트이다 . 제

품 , 설비 , 공정  엘리먼트  구조는  Fig. 58 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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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XML schema of simulation for outfitting production pla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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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5.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5.1 컴포넌트 기반 시스템 개발 방법론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 방법론은  행위  중심의  분석을  

통한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  및  개발하는  방법론이다 . 컴포

넌트란  독립적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단위  소프트웨어  모듈로  재사용성과  

대체성이  높다 . 컴포넌트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구현  후  기

능  개선시  특정  컴포넌트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장점이  

있고 ,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경우  단위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

게  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 또한 , CBD 개발  방법론은  객체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  걸쳐  추상화 (abstraction), 

캡슐화 (encapsula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등의  객체지향  개념이  

폭넓게  사용된다 . 또한 , 아키텍트  그룹에서  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을  수

행함으로써  아키텍처  단계에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견고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위에서  그  이후의  설계 , 구현 , 

테스트  과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적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설계  및  개발할  시  중심적으로  정의

할  기준  단위를  결정한다 . 기준  단위는  크게  함수  클래스 , 컴포넌트 , 애

플리케이션  패키지로  나눌  수  있다 . 함수에서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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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단위가  커지게  된다 . 작은  단위를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 

작은  기능까지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Fig. 59 과  같이  유연성

(flexcibility) 및  변경  용이성 (ease of change)가  높다 (Whitehead, 2002). 

하지만  작은  단위의  구성  요소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효울성

(cost-effectiveness)는  떨어지게  된다 . 반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와  같이  

큰  단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면 , 재구축이  어려워  유연성  및  변경  

용이성이  떨어지지만 , 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은  높아

지게  된다 .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성하는  적절한  단

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  효율성 , 유연성  측면에

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여주는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CBD 개발  방법론을  통한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Fig. 60 과  같이  행

위  중심 (behavior-oriented)이  된  유스케이스  주도형의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점차  데이터  중심 (data-oriented)으로  컴포넌트  설계를  수행

한다 . 유스케이스 (use case)를  정의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리하며 , 유스케이스  분석 (use case analysis)을  통해  비즈니스  컴포넌

트와  비즈니스  객체  모델을  도출하며 ,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 (use case 

storyboard)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도출하고  

정의하게  된다 . 또한 , 시스템의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유스케이스

(technical use case)를  사용하여  정의하며 , 기술  유스케이스  분석

(technical use case analysis)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할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설계하게  된다 . 이밖에도  유스케이스로부

터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를  도출하여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테

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 Fig. 60 은  CBD 방법론의  개념

을  보여준다 . 

CBD 방법론을  통해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면  Fig. 61 와  같

이  일반적으로  5 개의  layer 를  활용하게  된다 . 시스템을  구성하는  레이

어로는  먼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  프리젠테이션  레이어 (클라이언트  레이어 )가  있다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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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는  솔루션을  구성하는  비즈니스  파사드  레이어 ,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 ,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  레이어로  구성된다 . 

마지막으로  데이터  베이스  혹은  외부  시스템에  해당하는  외부  시스템  

레이어로  구성된다 .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분된  개별  레이어는  시스템  개

발시  결정되는  하드웨어  방식에  따라  하드웨어  기준  구분  방식인  티어

로  나뉘어  진다 . 

본  연구에서는  행위  분석을  바탕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여  견고한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개발  방법론인  CBD 개발  방법론을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에  대

한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하였다 . CBD 개발  방법론을  통해  개발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은  급격히  변화하는  조선소  생산환경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  교체  및  수정을  통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고 , 추가적  기능이  필요한  경우  타  컴포넌트를  재사용성한다던지  

기존  컴포넌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Fig. 59 Charicteristic of find and coarse grained component(Whitehea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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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Procedure of component based develepoment 

 

Fig. 61 System architecture adapting component bas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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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5.2.1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CBD 방법론에서는  시스템  설계시  행위  분석을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을  수행한다 . 요구사항  분석은  최종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수행

해야  하는  기능  항목을  도출하고 , 도출한  기능  항목을  바탕으로  항목  사

이에  연관관계를  정의하여  시나리오로  기술한다 .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행위 , 정보  측면에서  상세  기

술한다 . 이러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  인해  발생되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해  4 장에서  분석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방안을  바탕으

로  현장  작업자  인터뷰를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의  시스템  기능  항목을  

도출하였다 . 도출된  시스템  기능  항목을  바탕으로  선후  관계  및  연결관

계를  반영하여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

선방안과  현장  작업자  인터뷰를  기준으로  시스템  전체  기능  항목을  크

게  5 가지로  분류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을  분석하여  표준  공정  코드

를  생성하고  기존  정의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표준  공정  정보  관리 ,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수립을  위해  단위  공정에  소요되는  시수를  분석

하는  공정  정보  관리 , 생산  현장에서  수행된  결과를  확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정  관리 , 파악된  문제를  반영하고  제품  

연결정보  및  납품  정보를  반영해  작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수립된  계획  정보  및  현장  작업  규칙  등을  반영하여  가상  환경에서  계

획  검증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기능으로  크게  나뉜다 . 

이렇게  도출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  항목  

시나리오에  대해  세부  행위 , 요구되는  정보  목록  측면에서  Table 13 에  

기술하였다 . 예를  들어  R004(표준  작업  구조  관리 ), R005(표준  작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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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계  관리 )를  살펴보면  분석한  표준  의장품  설치  공정  코드  체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단순  체계만이  아닌  작업  계획  및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공정  사이에  선후  관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상세화  하였다 . 이같이  상세화한  모든  기능  항목을  시스템  기능

과  관련된  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비기능과  관련된  비기능  요구사항으로  

구분되여 , 5.2.2 에서  수행하는  개별  항목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

이  동작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유스케이스  정의  절차에서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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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etail description of requirement analysis 

ID 이름 설명 유형 관련자 

R001 
도면 정보 

조회 

작업 및 도면 정보 조회를 선택할 경우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도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사용자 

R002 
사용자  

관리 

사용자 등급을 PM/CM/기사로 분류해서 관리한다. 

PM 그룹의 경우 전체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가지

고 A2 레벨의 실행일정을 입력할 수 있다. CM 그

룹의 경우 A3 레벨의 실행일정을 입력할 수 있다. 

기사 그룹은 실행일정에 대하여 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기능 사용자 

R003 
표준 작업 

관리 

제품 정보와 연결되지 않은 작업에 대한 ‘표준 작

업 구조 관리(R004)’, ‘표준 작업 선후관계(R005)’, 

‘표준 작업을 적용할 관련 제품군(R006)’, ‘표준 작

업별 공기 산정(R007)’을 관리한다. 표준 작업은 

‘작업 선후관계 설정 (R011)’에서 작업 릴레이션 

및 구조 정보를 자동 생성하는데 활용된다. 

기능 사용자 

R004 
표준 작업 

구조 관리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A1,2,3 아래 의장 작업의 

필요 여부에 따라 현업에서 관리하는 작업을 추가

해서 관리할 수 있다. 

기능 사용자 

R005 

표준 작업 

선후관계 

관리 

‘표준 작업 구조 관리 (R004)’를 통해 생성하고 관

리된 표준 작업 간의 선후 관계를 결정한다. 

선후관계 설정은 동일 레벨에 있는 표준 작업 간

의 선후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기능 사용자 

R006 

표준 작업 

관련 제품

군 관리 

추가 생성된 표준 작업과 관련된 제품군을 제품코

드를 통해 설정한다. 정의된 작업 관련 제품군은 

‘작업 선후관계 설정 (R011)’의 설정시 ERP 에서 

획득되지 않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작업을 자동 생

성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능 사용자 

R007 
표준 작업 

공기 산정 

‘표준 작업 구조 관리 (R004)’를 통해 정의된 작업

의 공기 정보를 생성한다. 공기 정보는 관련 작업

의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공기 설정 (R012)’

에서 개별 작업에 대한 공기를 결정할 수 있는 산

식 혹은 방식에 대해 정의한다. 

기능 사용자 

R008 
전체 공정 

현황 조회 

전체 공정 현황을 조회한다. 전체 공정 현황은 장

치관련 작업 / 라인 관련 작업으로 분류된다. 장
기능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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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이름 설명 유형 관련자 

치/라인 개별 작업은 시스템/ Block에 따라 분류된

다. 

R009 
작업별 상

세 조회 

R008 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작업에 대해서 상세 

조회한다. 상세 정보는 장치 / 라인으로 구별해서 

확인 가능하다[장치정보: 작업명 /대상장비명 /태

그 /발주입자 /입고여부 /입고예정일 /설치완료일 /

진도율/공정현황정보, 라인정보: 라인 속성 정보/

스풀정보]. 라인의 경우 도면 정보 조회(R001)로 

연결된다. 

기능 사용자 

R010 
하위작업 

추가설정 

‘표준 작업 구조 관리 (R004)’에서 현장에서 관리

하는 추가 작업에 대해서 정의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회된 작업 리스트에서 하위 작업 추가를 수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추가할 경우 작업 리스트에 대

해서 하위 작업이 생성된다. 

기능 사용자 

R011 

작업  

선후관계 

설정 

작업의 선후관계를 설정한다. 

조회된 작업 리스트 간의 선후 관계는 경우 네트

워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작업 선후 관계를 설정

한다. “하위 작업 추가 설정(R010)”에서 정의한 현

장 관리 작업의 선후 관계는 “표준 작업 선후관계 

관리(R005)”에서 정의한 표준 정보를 활용해서 정

의한다. 현장 관리 작업의 선후 관계 정의는 수행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기능 사용자 

R012 
작업  

공기 설정 

사용자는 장치 설치 작업의 시작 일자 및 공기를 

입력한다. 입력 방법은 표준 공기 산정 기준과 실

적치를 활용하여 대상 작업의 공기를 산정, 사용

자가 직접 입력으로 구성된다. 

기능 사용자 

R013 

시뮬레이

션 Case 

생성 

실행일정계획과 실적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Case 를 생성한다. 시뮬레이션 Case 는 할당된 작

업에 대한 일정 및 공기등이 포함된 실행일정정

보, 실행일정 대비 수행된 진척률을 나타내는 실

적정보, 작업이 수행할 주체인 자원정보를 포함한

다. 

기능 사용자 

R014 
자원 관계 

설정 

실행일정 Case 에 포함된 작업과 작업을 수행할 

자원에 대한 관계를 설정한다. 
기능 사용자 

R015 시뮬레이 의장 일정계획 Case 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 기능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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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이름 설명 유형 관련자 

션 실행 행한다. 

R016 결과 검토 
계획한 일정계획 Case 대비 시뮬레이션된 결과를 

일정 기준으로 지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사용자 

R017 실적조회 

작업별 실적 정보의 경우 간트 차트에 나타낸다. 

PM 의 경우 간트 차트 외 전체 공정 지표 정보, 

공정부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기능 관리자 

R018 
작업생성 

및 정의 

작업 생성 및 정의는 ERP 에서 획득한 대상 작업 

정보를 기준으로 하위 작업에 대한 일정, 선후관

계, 공기를 결정한다. PM이 장치별 실행일정, CM

이 입력한 현장 관리하는 하위 작업 실행일정을 

입력한다. 단 제품리스트 중 이미 실행계획 일정

이 생성된 제품은 제외한다. ERP 에서 획득한 작

업 리스트외의 표준 작업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리스트에 대한 하위 작업을 생성한다. 

기능 관리자 

R019 
의장공정 

일정조회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건(호선, 모듈, 블록, 검색

시작일, 종료일)에 따라 장치 작업 일정 정보를 

조회한다. 조회된 장치 작업 리스트를 간트로 가

시화해 주며, 하위 작업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전

체 작업 진도율을 가시화 해 준다. 장치 작업을 

선택할 경우 장치에 연결된 Line/SID/Spool 의 진

도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능 사용자 

R020 

하위작업 

실행일정 

입력 

작업 중 ERP 에서 관리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일

정을 입력하는 기능으로‘기사’가 주로 수행한다. 
기능 사용자 

R021 
접근 지속

성 

인터넷이 연결되는 조선소 PC 어디서든 해당 시

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야 한다. 

비 

기능 
 

R022 버전체크 
실행시 설치된 프로그램의 버전을 체크하여 버전

이 낮은 경우 최신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기능 사용자 

R023 
계획 및 

실적 입력 

사용자가 장치 작업계획 및 실적을 입력할 수 있

어야 한다. 사용자가 엑셀파일을 읽어드려 장치 

작업계획 및 실적을 업로드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133 

5.2.2 시스템 유스케이스 정의 

유스케이스  정의  단계에서는  시스템과  연관된  액터  및  유스케이스를  

식별하고 , 후보  컴포넌트를  추출할  수  있도록  유스케이스를  분기하여  기

술한다 . 액터란  시스템의  일부분이  아닌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대등

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로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다른  시스템을  의미

한다 . 액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스템  사용자를  식별하고 , 

사용자  별로  역할을  상세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세화함으로써  

정의를  수행한다 . 유스케이스란  특정한  액터에게  가치  있는  확실한  결과

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수행하는  행위  및  기능을  의미한다 . 유스케이

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2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하는데  

먼저  시스템의  행위가  시작에서  하나의  단위로  끝까지  완료되는가  하는  

것이고 , 그  행위가  액터에게  기능을  제공해  주었나  하는  것이다 . 이  같

은  기준을  준수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을  위한  액터와  유스

케이스를  도출해  보았다 .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액터를  살펴보면  Fig. 62 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개별  액터로는  Table 14 와  같이  시스템을  사

용하는  사용자 ,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 , 외부  시스템으로  작업  관리

자가  수립한  작업계획 , 현장  작업  정보 , 제품  납품  현황등의  정보를  입

력받아  계획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엔진 , 조선소의  기간  정보를  저장하

고  정보  획득시  활용하게  되는  조선소  정보  시스템으로  나뉜다 . 시스템  

사용자는  역할에  따라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파

악에  책임이  있는  작업  관리자 , 현장  작업  업무를  할당하고 , 추가  작업

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정의하고  작업자를  관리하는  작업  반장 ,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작업에  대한  실적을  입력하는  작업자로  정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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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Actors

ExternalSystem

시뮬레이션  엔진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관리자

조선소  정보  

시스템작업관리자 작업반장 작업자

 

Fig. 62 Actor diagram for requirement analysis 

Table 14 Description of actor 

Type 엑터 설명 

internal 

actor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 

internal 

actor 

시스템 

사용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액터로 작업 관리자/작업 반장/작업자 로 

구성 

internal 

actor 

작업 

관리자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A2/A3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계획

을 수립하는 액터 

internal 

actor 
작업 반장 

현장 관리를 위해 추가 정의한 작업에 대한 일정을 정의하고, 

작업을 관리하는 액터 

internal 

actor 
작업자 

현장 관리를 위해 추가 정의한 작업에 대한 실적을 입력하고, 

해당 작업을 관리하는 엑터  

external 

actor 

시뮬레이션 

엔진 

수립한 실행계획, 일정정보, 자원 활용 정보로 구성되는 시뮬

레이션 Case 정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외부 시스템 액터 

external 

actor 

조선소 

정보시스템 

조선소에서 관리하는 기간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기본정보 

획득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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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유스케이스  목록

을  도출한다 . Table 15 은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

족시키기  위해  도출한  유스케이스  목록이다 . 유스케이스  목록에서는  유

스케이스  항목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하여  추적성을  유지한다 . 그리

고  항목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을  수행한다 . 의

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에서  식별된  유스케이스  목록으로는  시스템  

설정  및  관리 , 표준  작업  구조  및  선후행  관계를  관리하고  계획수립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표준  공정별  관련된  제품군을  설정하는  유스케이스  

목록이  있다 . 그리고  공정  관리를  위한  작업장  현황  파악  및  공정  진행  

사항  파악하는  유스케이스  목록 , 현장  공정  진행사항과  작업자  및  제품  

납품  현황을  반영하여  현장  작업  규칙  반영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기

준  계획을  수립하는  유스케이스  목록 , 마지막으로  의장  생산  계획  및  작

업  조건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을  사전에  검증하는  유스케이

스  목록이  있다 . 

이렇게  도출된  유스케이스  목록을  바타을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정의하여  유스케이스  간의  선후  관계  및  extend/intend 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 전체  시스템  기능을  정의한다 . 이후  개별  유스케이스에  대해  

상세  기술을  수행한다 . 상세  기술에는  개요 , 유스케이스  실행시  필요한  

선행  조건 , 유스케이스  종료시  필요한  후행  조건 , 기본적  흐름 , 선택  흐

름 , 예외  흐름 , 특별  요구사항  등을  포함한다 .  

Table 16 은  전체  유스케이스  중  U014 의장품  설치  공정  일정  조회

에  대한  상세  기술이다 . 해당  유스케이스를  실행하는  액터로는  시스템  

사용자로  작업  관리자  / 작업  반장  / 작업자로  구성된다 . 유스케이스  기

본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사용자가  일정  조회를  선택하여  project / 블

록  정보  기준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대상을  선택시  상세  정보를  제

공해주고  필요한  경우  도면과  같은  상세  정보까지  제공해준다 . 이  같은  

흐름은  액터  측면에서의  행위 , 의장품  설치  공정  시스템  측면에서의  행

위  총  2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책임  및  기능을  기술한다 . 책임  

및  기술과정  중  상세  정의가  필요한  화면 , 정보들의  경우  기타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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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기술하게  된다 .  

유스케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시스템  컴포넌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의  항목을  정의해야  한다 . MVC 패

턴은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는  모델 , 화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뷰 , 주요  기능  함수를  담당하는  컨트롤러로  분리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

계하는  기법이다 (Freeman, 2013). 본  연구에서는  MVC 패턴을  시스템

에  반영하기  위해  개별  유스케이스  항목별로  Fig. 63 과  같이  화면 , 관

리자 , 정보  3 가지  측면으로  분류해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에서  객체간  정보  흐름을  정의하는데  효과적인  시컨스  다이

어그램을  통해  정의하였다 . 유스케이스  항목을  상세  기술한  Table 16 에

서  분석한  시스템  행위를  상세화해서  관리자 , 정보로  추가  기술하고 , 행

위별로  입력  파라미터와  출력  파라미터를  구체화하여  컴포넌트  정의시  

필요한  함수  목록  정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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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escription of use case 

ID 이름 
관련 

요구사항 
설명 

우선

순위 

U001 
시스템 실

행 

R002 

/R025 

시스템 실행시 버전을 체크하고, 전체 기능 

중 사용자 역할에 맞는 기능만 활성화 한다. 
 

U002 
사용자 관

리 
R002 

사용자 별로 시스템 사용 권한[PM/CM/기사]

을 관리한다. 
 

U003 
표준 작업 

관리 
R003 

표준 작업 코드에 대한 CRUD 기능을 제공한

다. 
 

U004 
표준 작업 

구조 관리 
R004 

표준 작업 코드 사이의 상하위 구조를 설정

한다. 
 

U005 

표준 작업 

선후관계 

관리 

R005 
표준 작업 코드 사이의 공정간 일반적인 선

후 관계를 정의한다. 
 

U006 

표준 작업 

관련 제품

군 관리 

R006 
표준 작업 코드에서 수행하는 작업 정보 중 

제품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U007 

표준 작업 

공기 산정 

로직 관리 

R007 
표준 작업 코드별 공기를 산정 할 수 있는 

로직을 관리하다. 
 

U008 
작업 생성 

및 정의 
R020 

표준 작업 코드를 바탕으로 단위 작업에 대

해 CRUD 기능을 제공한다. 
 

U009 
작업 리스

트 조회 
R020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호선, 블록, 검사, SID 

등]에 따라 해당 작업 정보 목록을 조회한다. 
 

U010 
하위 작업 

추가 설정 
R010 

기존 생성한 작업에 대해 상하위 관계 정보

를 설정 혹은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다. 

 

U011 
작업 선후

관계 설정 
R011 

표준 작업에서 정의된 선후 관계를 기반으로 

개별 작업 특성을 반영해 선후 관계를 설정 

혹은 삭제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U012 
작업 공기 

산정 
R012 

표준 작업 공기 산정 로직을 통해 계획을 수

립거나 납기 예측을 하려고 하는 제품의 단

위 공기를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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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이름 
관련 

요구사항 
설명 

우선

순위 

U013 

프로젝트 

TreeView 

조회 

R021/ 
R018/ 

R008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제품 구조[모듈/블록] 

의 계층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조회한다. 
 

U014 

의장품 설

치 공정 

일정 조회 

R021/ 
R018 

검색조건을 입력하고,조건에 맞는 장치 스풀

설치 일정을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U015 
전체공정

현황 조회 

R008/ 

R009/ 

U013 을 통해 선택한 조건에 해당하는 공정 

정보를 가시화한다. 
 

U016 
시뮬레이

션 

R013 

/R015 

사용자가 검증하고 싶은 계획에 대해 시뮬레

이션을 실행한다. 
 

U017 
도면 정보 

조회 

R009 

/R001 

사용자가 선택한 SID, Spool 에 대한 작업 도

면 정보를 요청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U018 
계획 및 

실적 입력 
R026 

현장에서 관리하는 계획 Excel 파일을 로드

하여 사용자가 수정 후 업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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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Example of use case detail description for outfitting manangement 

ID U014 유스케이스명 의장공정 일정 조회 

작성자 백명기 수정자  

작성일 2014-07-30 최종수정일  

액터 작업 관리자/작업 반장/작업자 

사전조건  

사후조건  

기본 흐름 액터 행위 시스템 행위 

1. 의장공정일정조회버튼을 클릭한다.  

 2. 의장공정일정조회 화면을 나타낸다.. 

[U013연결] 

3.TreeView 에서 검색하고 싶은 모듈/블

록을 선택한다.. 

 

 3. 선택된 호선/모듈/블록을 검색조건 창

에 표시한다. 

4. 검색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5.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작업 목록[장치]

을 간트차트에 가시화한다. 

5.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작업을 

클릭한다.  

 

 6. 클릭된 작업에 대해 관련된 라인작업 

정보 목록을 Line/SID 공정 진도율 창에 

가시화한다. 

 7. 라인 작업 정보와 장치 작업 정보를 

장치 Line 연결 창에 가시화 한다. 

8. Line/SID 공정 진도율 화면에서 하위 

작업 진도율을 확인하고 싶은 공정을 

선택한다. 

 

 9. 선택된 공정의 하위 작업 정보를 가시

화한다. 

비고 의장품 설치 공정 일정 조회 화면은 제품 Treeview, 검색조건 창, 검색조건에 해당

하는 작업일정 간트 View 영역 선택된 작업과 관련된 Line/SID 공정 진도율 창/ 장

치 Line 연결 창으로 구성된다. 검색 조건 창은 호선/모듈/블록/시작일/종료일로 구

성된다. “Line/SID 공정 진도율 창”은 작업에 대한 실적 진도율을 가시화 할 수 있

는 창으로 line 작업의 경우 클릭시 SID 에 대한 작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Treeview 형식을 가진다. “장치 Line 연결 창”은 선택된 장치작업에 대해 관련된 

line 작업 진도율을 가시하는 창이다.  

 “작업 정보”는 code, 작업명, 진도율, 실행계획시작일, 실행계획종료일, 작업종류, 

하위 작업 정보 목록,장치 정보, 실적정보, ActivityCode,라인정보, SID정보, Spool 정

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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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U001설치짝률조회-PBS

시스템 사용자

(from Worker)

시스템

(from 화면)

설치짝률Facade

(from Facades)

SpoolInstallation

관리자

PBS정보 ISO정보 Spool정보 Regression정보

획득한 Block 정보 중 level 3에 해당하

는[ISO 테이블에 기록된 블록ID] 목록

을 입력 파라미터로 연산하여 인터페이

스를 요청한다.

설치일은 사용자가 설치

가 가능한 Spool 리스트

를 확인하고 싶은 시점을 

말한다.

시나리오는 구속조건과 

동시 연결 Spool 개수를 

포함한다.

구속조건 1 : n개이상 

Spool이 연결되고 서포

트가 설치되어 있을때

구속조건 2 : 구속조건 1

+ 전 설치된 spool에 1개 

이상 붙는 경우 포함.

Regression 정보를 이용

하여 입고예정일과 설치

예정일을 계산하여 

Spool 정보에 저장한다.

설치짝률 정보를 요청한다.()

설치짝률정보를 요청한다.(ProjectID, BlockID, 시나리오, 설치일목록) :블록정보

설치짝률정보를 요청한다.(ProjectID, BlockID, 시나리오종류, 설치일목록) :블록정보

요청 블록 정보 및 하위 블록 정보를 요청한다.(ProjectID, 블록ID) :블록정보

:BlockDTO

블록ID에 해당하는 ISO 목록을 요청한다.(블록ID목록) :ISO정보목록

:블록별ISO정보목록리스트

Regression Case 코드에 해당하는 Regression Case를 요청한다.(Regression Case 코드) :RegressionCase정보

:하위에 RegressionDTO를 포함하는 RegressionCaseDTO

IsoID목록에 해당하는 Spool 목록을 요청한다.(IsoID목록) :Spool정보목록

Spool별로 입고예정일과 설치예정일을 계산한다.()

:Iso별Spool정보목록리스트

Spool의 연결정보를 요청한다.(Iso정보목록) :연결정보가 포함된 Spool 정보 목록

:연결정보가 포함된 Spool 정보 목록

시나리오 종류에 맞게 블록 하위에 ISO 및 Spool 정보를 포함시킨다.()

짝률을 확인해 작업이 가능한 Spool을 기록한다.()

:BlockDTO

:BlockDTO

확인하고 싶은 일자를 변경한다.()

설치짝률정보를 요청한다.(BlockDTO, 시나리오, 설치일목록)

설치짝률정보를 요청한다.(BlockDTO, 시나리오, 설치일목록)

짝률을 확인해 작업이 가능한 Spool을 기록한다.()

BlockDTO()

:BlockDTO

 

Fig. 63 Example of behavior flow between component using sequen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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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스템 설계 

5.3.1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유스케이스  분석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계층  구조를  결정하고 , 각각의  계층을  구성하는  구성  컴포넌트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각각의  계층은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고 , 서로  

종속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논리

적인  계층을  의미하는  레이어 (Layer)와  물리적인  계층을  의미하는  티어

(Tier)가  있다 . 아키텍처  정의  단계에서  레이어와  티어를  결정함으로써  

컴포넌트  설계를  수행하기  이전에  컴포넌트  그룹간의  계층을  결정할  수  

있고 ,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세부  아키텍처  정의를  수행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Fig. 64 와  같이  5 개의  레이어와  3 개의  티어로  정의하

였다 . 먼저  레이어를  살펴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클라이언

트  레이어 (혹은  Presentation Layer), 시스템의  기능  함수를  구현해주는  

집단인  솔루션의  진입점  역할을  수행하는  비즈니스  파사드  레이어

(Business Façade Layer), 비즈니스  파사드  레이어  계층을  통해  요청한  

주요  기능  함수가  구현된  계층으로  Solution Tier 의  핵심  계층인  비즈

니스  컴포넌트  레이어 (Business Component Layer),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을  포함한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 

획득된  정보를  시스템  내부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정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계층인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  레이어 (Data Access 

Component Layer), DBMS 등과  같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스

템을  포함한  계층인  외부  시스템  레이어로  구성된다 . 티어의  경우  사용

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클라이언트의  경우  별도  티어로  구분하고 , 시

스템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파사드 , 비즈니스  컴포넌트 ,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는  하나의  티어로  구성하였다 . 마지막으로  

DBMS 와  같은  외부  시스템을  별도의  티어로  분류하였다 . 이처럼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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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전체  기

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레이어와  티어로  구성된  시스템  아키텍

처를  정의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고 , 개발을  진행하였

다 . 

 

Client

Solution

External System

DBMS

Business Facade

Business Component

Data Access Component

Layer

Layer

Layer

Tier

Tier & Layer

ERP PLM

Tier & Layer

 

Fig. 64 Deployment view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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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시스템 컴포넌트 설계  

시스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시스템  컴포넌트  설계를  수행하였다 . 컴

포넌트  설계는  CBD 개발  방법론의  핵심  프로세스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정의한  기능  함수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인터페이스  항목을  추출하

고 , 인터페이스  및  컴포넌트와의  관계를  정의한다 .  

먼저  최상위  레이어인  클라이언트  레이어를  살펴보면 , 요구사항  분석

에서  액터와  시스템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을  분석하였고 , 시스템

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화면 , 관리자 , 정보로  분류해서  객체  사이에  

상호작용을  정의하였다 . 이때  정의한  요소  중  화면에  해당하는  요소를  

기능별로  분류해서  클라이언트  레이어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 클라

이언트  레이어를  기능별로  나눠보면  크게  공정관리  모듈 , 시수예측  모듈 , 

시뮬레이션  모듈 , 표준  작업  관리 , 공정  계획  모듈 , 공정  모니터링  모듈

로  나뉜다 . 

시스템에  필요한  주요  기능함수를  구현하는  솔루션  티어의  경우  요구

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 전체  요구사항  분석에서  도출

된  관리자  모듈을  바탕으로  기능별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 한  개  이상

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컴포넌트를  설계한다 . Table 17 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의  솔루션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이다 . 솔루션  컴포넌트  유형은  아키텍처  정의

에서  분류한  기준인  퍼사드 , 비즈니스  컴포넌트 ,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

트로  구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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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List of solution component 

유형 컴포넌트명 실현인터페이스 상세 

퍼사드 

Operation 

Management 

Facade 

IOperation 

Management 

Facade 

공정 정보 및 진행 사항 관리 파사드 

Production plan 

Façade 

IProduction plan 

Façade 
공정 계획 수립 관련 기능 파사드 

Simulation Façade ISimulation Façade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관련 파사드 

비즈니스  

컴포넌트 

PackageMgr IPackageMgr 작업 완료 후 품질검사 관련 컴포넌트 

TaskMgr ITaskMgr 작업 정보 관련 컴포넌트 

InstallationMgr IInstallationMgr 설치 계획 수립 관련 컴포넌트 

PbsMgr IPbsMgr 제품 구조 관련 컴포넌트 

EquipmentMgr IEquipmentMgr 장비 관련 컴포넌트 

LineMgr ILineMgr 라인 관련 컴포넌트 

CommonMgr ICommonMgr 공통 정보 컴포넌트 

SimulationMgr ISimulationMgr 시뮬레이션 관련 컴포넌트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 

PackageMgmt IPackageInfo 작업 완료 후 품질검사 관련 엑세스 

TaskMgmt ITaskInfo 작업 정보 관련 데이터 엑세스 

InstallationMgmt IInstallationInfo 설치 계획 수립 관련 데이터 엑세스 

PbsMgmt IPbsInfo 제품 구조 관련 데이터 엑세스 

EquipmentMgmt IEquipmentInfo 장비 관련 데이터 엑세스 

LineMgmt ILineInfo 라인 관련 데이터 엑세스 

CommonMgmt 

IAuthorityInfo 

IFileInfo 

IWorkCenterInfo 

IActivityInfo 

IUnitInfo 

IUserInfo 

공통 정보 데이터 엑세스 

SimulationMgmt ISimulationInfo 시뮬레이션 관련 데이터 엑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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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사드의  경우  Fig. 65 와  같이  공정  정보  및  진행  사항  관리  파사드

인  Operation Management Façade, 공정  계획  수립  관련  기능  파사드

인  Production plan Façade,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관련  파사드인  

Simulation Façade 로  구성된다 .  

비즈니스  컴포넌트의  경우  Fig. 66 과  같이  총  8 개의  컴포넌트와  8 개

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 파사드  레이어를  통해  요청  받은  기능  함수

에  대해  대부분의  기능을  비즈니스  컴포넌트에서  구현한다 . 구성  컴포넌

트로는  작업  완료  후  검사  관련  기능을  관리하는  컴포넌트인  

PackageMgr, 작업  정보  관련  컴포넌트인  TaskMgr, 설치  계획  수립  관

련  컴포넌트인  InstallationMgr, 제품  구조  관련  컴포넌트인  PbsMgr, 

장비  관련  컴포넌트인  EquipmentMgr, 라인  관련  컴포넌트인  LineMgr, 

공통  정보  컴포넌트인  CommonMgr, 시뮬레이션  관련  컴포넌트인  

SimulationMgr 가  있다 .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의  경우  Fig. 67 과  같이  총  8 개의  컴포넌트

와  13 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다 .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에서  파사

드  레이어에서  요청받은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

우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를  통해  DBMS 혹은  외부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정보  전달  객체 (DTO: Data 

Transfer Object)로  변환하여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 구성  컴포넌트

로는  작업  완료  후  품질검사  관련  데이터  엑세스인  PackageMgmt, 작

업  정보  관련  데이터  엑세스인  TaskMgmt, 설치  계획  수립  관련  데이

터  엑세스인  InstallationMgmt, 제품  구조  관련  데이터  엑세스인  

PbsMgmt, 장비  관련  데이터  엑세스인  EquipmentMgmt, 라인  관련  데

이터  엑세스인  LineMgmt, 공통  정보  데이터  엑세스인  CommonMgmt, 

시뮬레이션  관련  데이터  엑세스인  SimulationMgmt 가  있다 . 

개별  컴포넌트  및  인터페이스의  명세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명세하였다 . Fig. 68 은  InstallationMgr 와  관련된  실현  및  관

련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세  예시이다 . InstallationMgr 의  경우  관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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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페이스인  IInstallationMgr 에서  정의된  기능함수를  실현하며  실현된  

InstallationMgr 는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인  IPbsInfo, 

ILineInfo, ITaskInfo, IPackageInfo, ISpoolInfo, IUnitInfo 를  사용한다 . 

같은  방식으로  IInstallationMgr 는  상위  레이어인  파사드  레이어에  있

는  컴포넌트들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서로  다른  레이어  사이의  상호연관

을  가지고  있다 . 이처럼  인터페이스를  통한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  대체성이  높아  컴포넌트  기반  설계를  통한  장점을  가진

다 . 

 deployment 2.2.3 아키텍처정의

Facade Layer

Operation 
Management FacadeIOperat ionManagementFacade

ProductionPlan 
Facade

IProduct ionPlanFacade ISimulat ionFacade

Simulation 
Facade

 

Fig. 65 Façade layer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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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loyment 2.2.3 아키텍처정의

BusinessComponent Layer

ICommonMgr

IEquipmentMgr
ILineMgr

IPbsMgr

ITaskMgr

CommonMgr

EquipmentMgr LineMgrPbsMgr

TaskMgr InstallationMgr

IInstallationMgr

PackageMgr

IPackageMgr

SimulationMgr

ISimulationMgr

 

Fig. 66 Business component layer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deployment 2.2.3 아키텍처정의

DataAccessComponent Layer

IActiv ityInfo

IAuthorityInfo

IEquipmentInfo

IFileInfo

IIsoInfo

ILineInfoIPbsInfo

ITaskInfo

IUnitInfo IUserInfo

IWorkCenterInfo

CommonMgmt

Equipment 
Mgmt

IsoMgmt

PbsMgmt LineMgmt

TaskMgmt

PackageMgmt

IPackageInfo

Simulation 
Mgmt

ISimulationInfo

 

Fig. 67 Data access component layer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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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p BusinessComponent

BusinessComponent 

Layer::

SpoolInstallationMgr

«interface»

BusinessComponent Layer::ISpoolInstallationMgr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Block(string, string, ScenarioType, DateTime[], int) : Block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Block(BlockDTO, ScenarioType, DateTime[], int) : Block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Line(string, string, ScenarioType, DateTime[], int) : Line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Line(LineDTO, ScenarioType, DateTime[], int) : Line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Package(string, string, ScenarioType, DateTime[], int) : Package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Package(PackageDTO, ScenarioType, DateTime[], int) : Package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System(string, string, ScenarioType, DateTime[], int) : SystemDTO

+ RequestInstallInformationUsingSystem(SystemDTO, ScenarioType, DateTime[], int) : System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PackageInfo

+ RequestAllPackage(string) : Package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PbsInfo

+ RequestAllBlockDTO(string) : BlockDTO[]

+ RequestAllProject() : ProjectDTO[]

+ RequestBlockIncludingStructureInfo(string, string) : Block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UnitInfo

+ RequestAllUnit(string) : UnitDTO[]

+ RequestUnitIncludingStructureInfo(string, string) : Unit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LineInfo

+ RequestAllLine(string) : LineDTO[]

+ RequestLineRelatedUnit(UnitDTO) : Unit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IsoInfo

+ RequestIsoRelatedBlock(BlockDTO) : BlockDTO

+ RequestIsoRelatedLine(LineDTO) : LineDTO

+ RequestIsoRelatedUnit(UnitDTO) : UnitDTO

«interface»

DataAccessComponent Layer::ISpoolInfo

+ CreateSpoolsRelation(List<string[]>) : bool

+ RequestSpoolUsingBlock(BlockDTO, int) : BlockDTO

+ RequestSpoolUsingLine(LineDTO, int) : LineDTO

+ RequestSpoolUsingPackage(PackageDTO, int) : PackageDTO

+ RequestSpoolUsingUnit(UnitDTO, int) : UnitDTO

«use»

«use»

«use»

«use»

«use»

«use»

 

Fig. 68 Example of business component includ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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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정보 모델 설계 

정보  모델은  크게  2 가지  종류로  나뉜다 . 시스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객체인  정보  전달  객체 (DTO : Data 

Transfer Object)와  정보를  저장하는데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 (DB : 

Data Base)로  크게  2 가지로  나뉜다 . 요구사항  분석에서  정의했던  정보  

명세를  바탕으로  초기  정보  모델을  설계한다 . 요구사항  분석에서  액터와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정의를  하면서  입출력  변수인  정보  모델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는데  이때  기술한  정보를  바탕으로  초기  정보  모델

을  구성한다 . 초기  정보  모델인  객체간의  관계  정보를  포함하는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Fig. 69 과  같은  초기  정보  모델을  정의하였

다 .  

초기  정보  모델인  정보전달객체 (DTO)를  구성하기  위해  우선  DTO 객

체  목록을  요구사항  분석을  참고해  식별한다 . 도출된  DTO 객체를  검토

하여  목록  간의  포함  관계를  정의한다 . 그  후  개별  DTO 객체의  속성  

정보를  도출한다 . 위와  같은  절차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을  위

한  DTO 를  Fig. 69 과  같이  도출하였다 . 예를  들어  작업정보를  살펴보면  

작업은  상하위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계층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정의

되었다 . 표준액티비티  정보 , 장치정보 , 라인정보 , 스풀정보와  관련이  있

으며 , 실적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이렇게  정의한  초기  정보  모델을  바탕

으로  실제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클래스를  정의하였다 (Fig. 

70). 구현을  고려해서  초기  정보전달객체 (DTO) 구조  및  속성  정보를  일

부  수정하였고 , 객체의  속성값  중  범주형  변수는  Fig. 70 하단의  Type 

변수로  별도로  정의하였다 .  

시스템  내부에서  관리되는  정보는  위에  정보  전달  객체를  통해  정의

를  수행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설계

를  수행하였다 . 정보  전달  객체의  경우  시스템  기능  중심으로  설계를  수

행하고 , 데이터  베이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정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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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존재한다 . 데이터  모델  정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계형  데

이터  정의에  효과적인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모델을  활용하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를  사용해  정의하였다 . ERD 는  데이

터  베이스  설계  시  필요한  논리  모델 , 물리  모델을  정의하는  데  효과적

인  표현  기법으로  테이블  목록을  도출하고 , 테이블을  식별할  수  있는  주

키값 (Primary Key)을  정의한다 .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하고  테이블  사이의  관계는  외래키 (Foreign Key)로  표현된다 . 의장

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를  Fig. 71

과  같이  도출하였다 . 테이블  목록은  DTO 와  큰  차이가  없지만 , DTO 정

의시  상위  정보에서  하위  정보로의  단방향  관계만  고려했다면 , 데이터  

베이스  스키마는  양방향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스키마  구조에  차이가  

있다 . 이렇게  정의한  데이터  베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저장  혹은  공유가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 사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여  원하

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 



제  5 장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151 

  class 2.2.1 비즈니스객체모델

프로젝트정보

- 프로젝트코드:  string

블록정보

- 블록코드:  string

- 블록타입:  BlockType

작업정보

- 실행계획시작일:  datetime

- 실행계획종료일:  int

- 작업명:  string

- 작업종류:  TaskType

- 작업코드:  string

- 진도율:  double

장치정보

- 납품일자:  datetime

- 납품처:  string

- 입고여부:  bool

- 장치넘버:  string

- 장치명:  string

- 재고위치:  string

- 태그:  string

액티비티정보

- 액티비티코드:  string

ISO정보

- ISO넘버:  string

- 온도:  double

- 운용압력:  double

- 재질:  string

라인정보

- 라인코드:  string

- 온도:  double

- 운용압력:  double

- 재질:  string

스풀정보

- joint수:  int

- PO발행일:  datetime

- PR발행일:  datetime

- WO발행여부:  bool

- WO발행일:  datetime

- WO지연구분:  bool

- 검사일:  datetime

- 납품일:  datetime

- 도면DP날짜:  datetime

- 스풀넘버:  string

- 입고일:  datetime

- 재고코드:  string

- 중량:  double

Unit정보

- Unit명:  string

- Unit코드:  string

- 상세:  string

표준작업정보

- 작업레벨:  string

- 표준작업명:  string

- 표준작업코드:  string

권한정보

- 관리자권한:  boolean

- 사용자종류:  UserType

- 사원번호:  string

실적정보

- WorkCenter:  string

- 시작일:  datetime

- 입력날짜:  datetime

- 입력자:  string

- 종료일:  datetime

WorkCenter정보

- 워크센터이름:  string

파일정보

- 도면번호:  string

- 파일위치:  string

자재정보

- Dia:  double

- Sch:  double

- 자재코드:  string

사용자  정보

- Email:  string

- 부서:  string

- 사원번호:  string

- 이름:  string

0..*

1

0..* 0..1

0..* 0..1

0..*0..1

0..*

0..1

0..1

0..1

0..1

0..1

0..*1

0..*1

0..*

1

0..*0..10..*1

1

0..*

1 0..*

0..* 0..1

0..11

0..1
0..1 0..1

0..1

0..* 0..1

 

Fig. 69 Data model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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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0 Data transfer object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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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Data base schema of outfitt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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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시스템 구현 및 활용방안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 개발  프레

임워크는  .net framework 4.0 을  사용하였고 , 개발  도구로는  MS 사의  

Visual Studio 2013 을  사용하였다 . 시스템  개발  언어는  C#을  사용하였

고 ,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oracle database 11g 를  사용해  구축하였다 . 

시스템은  아키텍처  및  컴포넌트  설계를  준수하여 , 3 Tier, 5 Layer 로  개

발하였다 . 개발된  시스템  중  전체  기능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모듈로

는  표준  공정  코드  관리  모듈 , 공정  시수  예측  모듈이  있고 , 주요  기능  

모듈로는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모듈 ,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수립  모

듈 , 시뮬레이션  기반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  검증  모듈이  있다 . 시스템  

기능  검토를  위해  4 개의  선행탑재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되는  해양구조

물의  탑사이드  모듈을  대상으로  전체  의장품  설치  공정  중  일정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배관  공정에  대해  적용하였다 . 시스템을  통해  배관  납

기  변동성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하였고 , 현장  

작업  규칙을  반영하여  작업  실행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예측  바탕으로  

보다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서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 

먼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작업  진행  현황  및  관련  정보를  확

인  할  수  있는  모듈인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모듈을  먼저  살펴보면  

Fig. 72 과  같다 . 제품  정보의  경우  의장품  설치  공정의  관리  최상단에  

구역을  의미하는  유닛이  존재하고 , 유닛은  복수의  층을  가지고 , 각각의  

층은  몇  개의  제품  모듈로  구성된다 . 공정  정보의  경우  의장품  설치  공

정  표준  작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생성되고  관리되며 , 개별  공정에는  

작업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 . 공정  관리모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작업  

관리자  / 작업  반장  / 작업자로  구분되며  해양구조물  의장  제품  및  공정

은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별  요구되는  정보가  다르다 . 각각의  사용자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제품군을  기준으로  정보가  필요하며 , 필요한  정보

로는  현장  관리  기준인  라인 , SID(spool installation drawing), 작업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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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검사  스풀  그룹 , 개별  스풀  기준으로  제품  성격 , 설치  위치에  따라  

제품별  실적  정보이다 . 이처럼  실적  정보를  성격 , 위치  정보  2 가지  축

으로  분할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선

택된  조건에  대한  전체  작업  라인 , SID 기준  진도율  정보  파악이  가능

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 세부  구역  및  작업  선택시  하위  작업에  대한  

상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하다 . 정보를  즉시에  제공  받

게되면  향후  수행할  작업에  대해  정확성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제품  설계  정보  및  납기  정보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해

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을  수립하는  모듈을  구현하였다 . 공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제품  연결  정보를  생성하고 , 제품

의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은  Fig. 73 의  로직을  바탕으로  의장

품  설치  공정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에  작업자가  입고된  스풀과  도면을  

비교하여  설치할  스풀을  선택하던  작업을  시스템을  통한  알고리즘을  활

용하여  일관적  기준으로  결정한다 . 따라서  작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작업자의  판단  실수로  인한  잘못된  설치를  방지할  수  있으며 , 획일화된  

규칙에  따라  작업  대상을  선정하므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또

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조선소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의장재  설계  변경이나  공급일정  변경과  같은  정보가  

변경되면  별도의  업데이트  과정  없이  변경된  정보가  반영된  결과를  제

공한다 . 따라서  정보  변경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작업자  간  

혹은  작업자와  관리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 이로  인해  발생하던  설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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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Example of process management modu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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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Main logic of process planning module 

 

Fig. 74 은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의  실행  계획  수립  모듈  및  

작업  정보  관리  모듈  개발  사례이다 . 작업자는  조회할  제품의  분류 , 호

선  코드 , 조회  대상  제품의  코드 , 설치가능  기준  연속  스풀  수 , 확인하

고  싶은  날짜들을  입력하여  원하는  제품의  의장품  설치  공정  정보를  검

색할  수  있다 . 주요  검색  결과로는  설치가능  스풀  수량 , 설치  가능  스풀  

정보  2 가지로  나누어진다 . 설치가능  스풀  수량  정보에는  블록별  총  스

풀  수량 , 스풀  제작  W/O 발행  수량 , 입고  완료  스풀  수량 , 설치  스풀  

수량 , 설치  가능  스풀의  정보가  있다 . Fig. 74(a)는  작업자가  설정한  작

업  계획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설계  정보 , 납기  정보 , 작업  규칙을  바탕

으로  설치  작업  결정  모듈을  통해  설치  가능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자에

게  제공한다 . 작업자는  설계  정보  및  납기  정보를  반영해서  결정된  수행  

가능한  작업을  확인하고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정보  확인  후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작업  관리자는  작업자가  진행중인  작업의  진행  여부를  판단

하여  추가  인력  투입  및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  판단이  필수적이다 . 이를  

위해  작업  정보  관리  모듈에서는  Fig. 74(b)와  같이  할당되어  있는  전체  

작업중에  일자별  수행한  설치  작업  정보를  제공하여 , 전체  작업이  진행

되는  경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작업  진행  경향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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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정  준수를  위해  세부  작업  진행  정보  및  단위  작업의  미  실행  원

인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경우  Fig. 74(c)와  같이  상세  정보  확인이  가

능하다 . 또  작업자  역시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설치가  가능한  세부  작업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모듈에서는  당일  설치  가능  스풀  정보뿐만  아니라  W/O 발행  수량 , 

입고  완료  스풀  수량과  같은  스풀  공급  정보등과  같은  공급망  정보들도  

작업자  및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 설치  가능  스풀  수량  정보는  작업자가  

설정한  현재  혹은  미래  시점에  설치  가능한  작업이  가능한  스풀  정보로  

Fig. 74(a)에서는  현재 , 7 일  이후 , 14 일  이후의  작업  가능  스풀을  제시

한다 . 당일의  설치  가능  수량은  당일의  스풀  입고  여부를  기준으로  스풀

이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별하며  7 일  이후 , 14 일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파악할  수  있다 . 따라서  관리자는  당일의  

설치  가능  물량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  가능한  스풀  물량  예측이  가능하

고  상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과거  단순히  블록별  전체  스풀의  

수를  기준으로  작업자의  배원  계획을  수립하던  것에서  블록별로  실제  

당일  작업이  가능한  물량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정확한  배원  계획을  수

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 이를  통해  생산  진행  현황  및  자재  조

달  현황을  파악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의장  작업의  관리  정도를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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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Example of process planning module develo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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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에서  수행한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공정  중심  모델링  기법을  적

용한  시뮬레이션  모듈을  구현하였다 . 구현된  모듈을  활용하여  의장품  설

치  공정  계획  특성을  반영한  공정  중심  방법론  기반  의장품  설치  시뮬

레이션  모델을  정의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은  Fig. 75(a)와  같이  상위  

공정인  장치  및  스풀  그룹  설치와  하위  공정인  단위  장치  설치  및  단위  

스풀  설치로  구성된다 . 정의한  단위  공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정내  

정의된  설비 , 제품 , 인력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상위  공정의  실행조건

을  충족하고 , 상위  공정의  실행이  수행된  경우  해당  공정이  포함하고  있

는  장치  혹은  스풀  하위  공정이  실행된다 . Fig. 75(b)는  장치  설치  상위  

공정과  장치를  연결하는  스풀군의  상위  공정을  모델링한  예제이다 . 본  

연구에서는  총  9 개의  장치와  10 개의  스풀군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예

제  모델을  정의하였다 . 9 개의  장치  설치  공정은  각각  Fig. 75(c)와  같은  

하위  상세  설치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 10 개의  스풀군  설치  공정은  각

각  Fig. 75(d)에서  정의한  하위  상세  설치  공정을  포함하고  있다 . Fig. 

75 와  같이  상하위  공정 , 연결관계  공정  실행조건을  정의하여  의장품  설

치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하였다 .  

위와  같이  공정  모델을  정의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공정외  추가  정보  요소인  공정이  수행되는  공장 (Plant), 데이터  모델

에서  정의한  공정의  집합인  공정실행 (Process instance), 실제  공정의  

대상이  되는  제품 (Product)을  Fig. 76(a)와  같이  생성하였다 . 먼저  공장  

요소의  경우  상하위  공장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예제에서는  조선소

(Shipyard) 하위에  안벽 (Quay)을  생성하여  각  공장별로  필요한  설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다 . 공정  실행은  상하위  공정을  포함할  수  있

는  요소로  장비  간의  설치  및  스풀들의  설치  프로세스 , 단일  장치  설치  

시  수행하는  프로세스 , 스풀  설치  시  수행하는  프로세스  총  3 개의  공정  

실행을  생성하였다 . 제품은  장치  및  스풀  정보를  나타내며 , 조선소  자료

를  바탕으로  가상의  장치  및  스풀  정보를  생성하였다 . 위와  같이  시뮬레

이션을  위해  정의한  정보를  Fig. 76(b)의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에

서  활용한다 . 공정에  할당된  제품  및  설비를  어떠한  조건에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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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결정하는  공정  실행  조건은  Fig. 76(c)와  같이  공정  실행  사전  

규칙 , 공정  실행  규칙 , 공정  완료  후  규칙등으로  구분하여  시스템  내부  

로직  제어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오픈  소스인  자바  스크립트를  활용해  

정의하였다 .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계획의  경우  동일  블록  혹은  모듈

에  포함된  전체  장치  및  스풀  설치  작업의  완료일을  모두  동일하게  수

립한다 . 이는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수립하는  타  생산  계획에  비해  아

주  개략적인  수준이다 . 시뮬레이션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위  작업

별  계획  일정  및  소요  시수  정보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해양구조물  생산  

관리  수준은  떨어져  해당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 . 본  연구에서는  개

발한  시뮬레이션  모듈을  기반으로  정의한  시뮬레이션  모델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입력  정보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설치  순서  및  

공정  실행  조건을  적용한  장치의  가상  설치  실적  / 스풀의  가상  설치  

실적  결과를  Fig. 77 과  같이  도출하였다 .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가정한  

상위  공정에  대해  시작일과  공정  시수를  Fig. 77 상단과  같이  입력  받아  

해당  공정  실행에  대한  제약  조건을  반영하고 , 하위  공정이  존재할  경우  

이를  실행  시켜  도출된  세부  작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 Fig. 

77 하단은  장비  간의  설치  프로세스의  하위  프로세스인  단일  장치  설치

시  수행하는  장치별  13 개의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 시

뮬레이션  모듈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행하는  작업  실행  규칙 , 자원  활

용  여부 , 일정 , 시수  정보를  반영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 

기존  의장품  설치  공정의  경우  개별  작업  소요  시간과  작업  수행  가

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작업자가  당일  가능한  작업을  실

행하였다 . 이로  인해  현재는  계획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모듈을  활용하면  기존  설치  완료  예정일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치  시작일을  결정하고 , 공정의  선후  관계를  정의한

다면  수립된  계획에  대해  공정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볼  수  있

다 . 단위  작업에  대한  작업  시간  및  현장  생산  규칙에  대한  정보가  충

분히  반영되어야  실제  생산  결과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모듈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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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으나  현재  해양플랜트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는  기반  정보

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장품  설치  공정에  대한  미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제안

하였고 , 비록  현재는  해양플랜트  의장품  설치  공정관련  기반  정보가  부

족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니  추후  이에  대한  검

증을  수행하고  생산관리를  고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시뮬레이션  기반  해양  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  

 

 163 

 

Fig. 75 Process based simulation model for the prediction of outfitting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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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Example of simulation module development for out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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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Result of simulation module develo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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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6.1 결론 

현재  조선소에서  기반  기술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해

양구조물을  건조하면서  설계  및  생산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

다 . 국내  조선소에서는  전체적  관점에서  문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개

별  프로세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는  생산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에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는  의장  공정

에  대한  일정  지연  및  비용  증대  문제  완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를  위해  의장품  설계 , 발주 , 제작 , 설치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 이를  관

리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를  문제  분석에  넓게  

활용되는  방법론인  BSC 방법론을  바탕으로  상위  분석  항목을  정의하고  

VDT 를  통해  항목을  상세화하여  공정  개선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하였다 .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하여  도출된  핵

심  성공  요인을  만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정의하였다 .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준  정보  생성 ,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및  계획  수립 , 의장품  

설치  공정  부하  분석  및  예측  3 단계로  통합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Fig. 

78).. 

제안한  개선  발안에  대해  실행  가능성  및  구체화를  수행하였다 . 먼저  

기준  정보  생성의  경우  대상  의장  작업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  공정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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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체계  정의와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  시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

측하는  예측  모델  정의로  구성된다 . 표준  의장품  설치  공정  코드  체계  

분석에  경우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에  필요한  상세  의장  작업  정의  한

계를  개선하기  위해  후행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의

장품  설치  공정  코드  관리  체계를  정의하였다 . 이를  통해  단위  작업에  

대한  통합적  계획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납기  

및  계획의  변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  

시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적  정보

를  바탕으로  3 가지  기법으로  시수  예측을  위한  회귀분석  모델을  정의하

였다 . 예측  모델을  통해  확정  되지  않은  시수에  대한  합리적  산정  방안

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  변동성이  고려된  현장  작

업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다음으로  공정  관리  및  계획  수립  측면에서의  의장품  설치  공정  개선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 먼저  계획  관리  관점에서  의장품  설치  공정을  수

행하는  관련자  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의  특성을  반

영하여  생산  관리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 개선된  프로세스를  바탕으

로  관리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아  수행할  작업에  대해  정확

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배포할  수  있다 . 계획  수립  관점에서  기존  작

업자  경험을  통해  수행했던  의장  작업  계획에  대해  본  연구에서  설계  

정보 , 납기  정보 , 작업장  정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을  정의하였다 . 계획  수립  없이  즉각적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을  실행하

던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현장  경험 , 공기  예측 , 설계  정보를  반영

한  통합적  의장  설치  계획  수립  방안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  부하  분석  및  계획  검증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기존  모델링  방법론  분석을  바탕으로  의장품  설치  

공정에  적합한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을  정의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생산이  수

행되기전  가상의  PDCA(Plan-Do-See-Act)를  수행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생산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여 ,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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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파악할  수  있다 . 또  검증되지  않은  계획을  배포하는  것이  아닌  가

상  환경을  통해  검증을  수행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 

기존  의장품  설치  공정  계획의  경우  통합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일정  지연이  극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사전에  파

악하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같이  구체화한  3 가지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선  방안을  검증하

기  위해  조선소에  적용  가능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행위  분석을  중심으로  컴포넌트를  설계하여  견고한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CBD 개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계하였다 . 이를  통해  변화하는  

생산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및  대체성이  높은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 구현된  시스템을  해양구조물을  구성하

는  상위  단위인  모듈을  대상으로  일정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장품  

설치  공정에  적용하여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 이를  통해  사용자는  

의장품  설치  공정  현장  실적  및  생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 설계  정

보  및  현장  작업  규칙  등을  고려하여  의장품  설치  공정을  실행할  수  있

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또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을  구성하여  계획을  평가할  수  있어  실제  작업  수행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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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구조물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를 위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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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Improvement of outfitting prod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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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의장품  설치  공정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과거  관

리대상이  아닌  의장품  설치  공정  생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그리고  과거  기존  작업자  경험을  통해  수행되던  생산  계획  

및  관리를  대신해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배관  공정  시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정의하여  생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의장품  설치  공정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작업자  및  관리자  간에  의사소통  불일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또한  계획을  배포하기  사전에  시뮬레이

션을  통한  의장  생산  계획을  검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기

존  생산  계획와  실적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획

을  재수립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연구에서는  장치  실적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배관  작업에  대해서  

시수  예측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고 , 수립된  시수  예측  모델을  정의하는

데  활용한  실적  정보  중  공정과  관련된  항목이  부족하여  계획  수립에  

적용하였지만  추후  연구를  통해  공정  시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실적  집계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공정과  관련된  변

수가  수집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수  예측  모델  예측을  수행한다면  예측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처럼  계획  수립하고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는  기반  정보인  시수  정확성이  높아진다면  작업현장에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  예측  능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치  설

치  계획  수립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의장  작업  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  장치  작업의  경우  작업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배관  작업의  경

우  계획이  부재하기  때문에  배관  작업을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

였다 . 수립된  배관  설치  계획에  대해  장치  설치  작업을  제약조건으로  시

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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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많아  현장  관리가  어려운  배관  작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여  장치  설치  계획  수립  측면에서  상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 . 향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의장품  설치  공정  관리  개

선  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현재  조선  산업에서  발생

하고  있는  납기  지연  현상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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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ooCBD 개발 방법론1 

부록 I. ooCBD 개발 방법론

                                                           

 

1 전병선, “객체지향 CBD개발 방법론”, 영진닷컴, 200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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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CBD 개발 방법론 특징 

ooCBD 개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1) 아키텍처  중심적  

(2) 객체지향  개념을  기반  

(3) 유스케이스  주도  개발  프로세스  

ooCBD 개발  방법론을  설계할  때  가장  크게  염두에  두는  것은  엔터

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반드시  견고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위에  구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소

프트웨어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구조 (structure of system)이며 , 골격

(skeleton)이다 .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허술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프트

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 반면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견고한  시스템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 개발  기간도  단축되

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다 . 

ooCBD 방법론에서는  행위  중심의  분석을  통한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

트웨어  아키텍처  정의하게  된다 . 또한 , 아키텍트  그룹에서  아키텍처  프

로토타이핑을  수행함으로써  아키텍처  단계에서  설계된  소프트웨어  아키

텍처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견고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위에서  그  

이후의  설계 , 구현 , 테스트  과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 ooCBD 개발  방법론은  객체지향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 ooCBD 

개발  방법론  설계  사상뿐만  아니라 , 전체  개발  프로세스에  걸쳐  추상화

(abstraction), 캡슐화 (encapsulation), 일반화 (generalization) 등의  객

체지향  개념이  폭넓게  사용된다 . 

ooCBD 개발  방법론은  유스케이스  주도형의  개발  프로세스를  지향한

다 . 유스케이스 (use case)를  정의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관리하며 , 유스케이스  분석 (use case analysis)을  통해  비즈니스  컴포넌

트와  비즈니스  객체  모델을  도출하며 ,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 (u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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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ard)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도출하고  

정의하게  된다 . 또한 , 시스템의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유스케이스

(technical use case)를  사용하여  정의하며 , 기술  유스케이스  분석

(technical use case analysis)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할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설계하게  된다 . 이밖에도  유스케이스로부

터  테스트  케이스 (test case)를  도출하여  테스트  시나리오를  구현하고  테

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 

다음  그림은  ooCBD 개발  방법론을  설계할  때  필자가  갖고  있는  철학

적  기반를  보여준다 . 

 

Fig. 79 Concept of ooCBD development methodology 

 

먼저 , ooCBD 방법론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하나는  행위  중심 (behavior-oriented)의  세계이고 , 다른  하나는  데이터  

중심 (data-oriented) 세계이다 . 이  두  세계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협

력  관계에  있다 . 그러나  여기서  동등하다는  것의  의미가  항상  두  세계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 여자가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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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것을  잘  들  수  있어야  한다거나 , 남자가  바느질을  꼼꼼하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때  

행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  어느  하나의  세계가  강조되어  균형이  

무너질  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그리고  객체지향  개념에서는  이  두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캡슐화

(encapsulation)된다 .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컴포넌트 (business 

component)이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인터페

이스를  콘해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 즉 , 클라이언트  애플리

케이션은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

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 이  인터페이스는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contract)

이며 ,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서비스하게  되는  행위 (behavior) 또는  책임

(responsibility)의  논리적인  집합이다 . 결국  인터페이스란  비즈니스  컴

포넌트가  수행하게  되는  시스템  행위의  추상화 (abstraction)인  셈이다 . 

이때  인터페이스는  논리적인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된다 . 

또한 , 클라이언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제공

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내부에  어

떻게  데이터를  구조화하는지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게  된다 . 다시  말해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에  대

해  데이터를  감추고 (data hiding) 있는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컴포넌트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

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 

우리가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도출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즈

니스  컴포넌트  즉 , 인터페이스이다 . 그렇다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 행위  

분석을  통해  컴포넌트를  도출하고 , 아키텍처를  정의하는  과정까지는  행

위가  중심이  되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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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위  또는  책임의  논리적인  집합아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  중심의  관점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우

리는  인터페이스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될  때  어떤  데이터가  전

달되고  요청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한  

비즈니스  컴포넌트  사이의  전달되는  메시지의  데이터를  구조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전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구조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데이터의  표현 (data representation)이라

는  것이다 . 이것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바라보는  논리적인  데이터  뷰

(logical data view)이며 , 결국  클라이언트가  비즈니스  컴포넌트에게  요

청하는  데이터  형식인  것이다 .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비즈니스  

컴포넌트에게  요청한  데이터  형식대로  데이터를  제공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아직  이  시점까지는  이  정보가  비즈니스  컴포넌트  내부에서  어

떤  물리적인  형식으로  저장되고  접근되는지  클라이언트는  알  필요가  없

다 . 이렇게  컴포넌트  내부의  데이터  형식은  외부에  대하여  감출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이  행위  중심으로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비즈니스  컴포

넌트가  실현하는  방법을  설계할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 이  시점부터는  

논리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관점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해야  하는  책임의  대부분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데이터

를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여  정보를  구성하고 , 이렇게  구성된  정보를  어

떤  방식으로  저장하는가 , 또는  저장된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고  가공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시점에서부터는  데

이터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  과정을  주도해나가는  것이  자

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 

비즈니스  컴포넌트  내부에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엔터티  

클래스 (entity class)는  클라이언트  관점의  논리적인  데이터  표현  또는  

데이터  뷰를  물리적인  데이터  형식과  매핑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렇

게  함으로써  물리적으로  데이터가  어떤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인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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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상관없이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논리적인  데

이터  저장  방식을  추상화 (abstraction)하는  셈이  된다 . 이와  같은  비즈

니스  컴포넌트의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방식의  추상화는  실제로  데이터

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 데이

터를  물리적인  파일에  저장할  수  있고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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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oCBD 개발 방법론 프로세스 

ooCBD 개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개발  프로세스를  갖는다 . 

ooCBD 방법론은  크게  5 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 요구  파악  단계에서

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유스케이스  모델로  정의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 두  번째  단계인  아키텍처  정의  단계에서는  요구  파악  단

계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해결할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설계하

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 이  단계까지는  전체  시스템의  범위를  대상으

로  한다 .4 이후 , 설계 , 구현 , 테스트  단계는  유스케이스의  우선순위에  따

라  몇  개의  반복 (iteration)으로  분할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 

이들  각  단계는  서로  다른  역할로  수행된다 . 즉 , 요구  파악  단계는  

비즈니스  분석가 (business analyst)에  의해  수행되며 , 아키텍처  정의  단

계는  아키텍트 (architect), 설계  단계는  설계자 (designer), 구현  단계는  

개발자 (developer) 그리고  테스트  단계는  테스터 (tester)에  의해  수행된

다 . 일반적으로  이들  역할은  각각  서로  다른  사람이  수행하게  된다 .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다 . 이때  주의할  점은  각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

에만  충실  하라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한  개발자가  전체  프로세스를  수행

하게  될  때 , 각  단계마다  개발자  본인의  개발자적인  관점이  포함되는  경

우를  많이  보게  된다 . 가령 , 고객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수집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이  요구사항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  경우  대부분  요구사항  기술서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닌 , 

개발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들어있게  된다 . 이러한  자세는  요구  파악  단

계를  수행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따라서  설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요구  파악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분석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파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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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Development process of ooCB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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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요구  파악  단계  

요구  파악  단계는  비즈니스  분석가 (business analyst)에  의해  수행되

며 ,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 유스케이스와  유스케이스  이벤트  흐름

(flow of event)로  요구사항을  정의하며 , 유스케이스  모델을  구조화함으

로써  요구사항을  정제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요구사항  기

술서 , 공통  용어집 , 유스케이스  기술서  등의  산출물이  작성된다 . 

 

 

Fig. 81 Stage of Requir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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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키텍처  정의  단계  

아키텍처  정의  단계는  크게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application 

architect)에  의해  수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와  기술  아키텍

트 (technical architect)에  의해  수행되는  기술  아키텍처  설계  스리고  데

이터  아키텍트 (data architect)에  의해  수행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 아

키텍트  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설계  전략  정의와  아키텍처  프로토타이핑  

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먼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application architect)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및  작업은  다음과  같다 . 

 

Fig. 82 Stage 1 of archite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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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도출된  요구사항에  적합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시

안을  정의하고 , 행의  분석  활동에서  유스케이스  분석을  통해  유스케이스  

실현 (use case realization)을  생성하고 , 이  작업으로부터  비즈니스  객체

(business object)를  도출하며 , 유스케이스  스토리보드 (use case 

storyboard)를  생성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델 (user interface model)

을  정의한다 .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설계  활동에서는  유스케이스  실현

에서  도출된  분석  클래스 (analysis class)로부터  후보  비즈니스  컴포넌트

를  도출하고 , 비즈니스  컴포넌트  모델을  정의한후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

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 

기술  아키텍트와  데이터  아키텍트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  및  작업은  

다음과  같다 . 

 

Fig. 83 Stage 2 of architecture design 

 

기술  아키텍트 (technical architect)는  기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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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 도출된  비기능  요구사항으로부터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기

술  유스케이스 (technical use case)로  정의하고 , 기술  유스케이스  실현

(technical use case realization)을  통해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과정을  정의한다 . 또한 , 기술  유스케이스  실현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컴

포넌트가  실행되는  기반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 (framework)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 또한 , 시스템의  배포  모델 (deployment model)을  정의한다 . 

데이터  아키텍트 (data architect)는  유스케이스  실현으로부터  도출된  

비즈니스  객체로부터  지속성 (persistency)의  대상이  되는  객체를  선택하

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 과정을  수행하여  데이터  논

리  모델을  설계한다 . 또한 , 선택된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데이터  모델

을  생성하고 ,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사용할  저장  프로시저를  설계한다 . 

아키텍처  정의  단계의  마지막으로 , 애플리케이션  아키텍트 , 기술  아키

텍트 , 데이터  아키텍트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로  구성된  아키

텍트  그룹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설계  전략을  정의하고  아키텍처  프

로토타이핑을  수행하게  된다 . 

이  단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정의서 ,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

서 , 비즈니스  컴포넌트  설계서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메커니즘  기술서  

등  아키텍처적으로  중요한  산출물이  작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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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Stage 3 of archite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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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설계  단계  

설계  단계는  설계자 (designer)에  의해  수행되며 , 아키텍처  정의  단계

에서  생성된  메커니즘  기술서를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실현 (interface 

realization)을  통해  구현  컴포넌트와  구현  클래스를  식별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와  구현  컴포

넌트  설계서  등의  산출물이  작성된다 . 

 

 

Fig. 85 Stage of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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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현  단계  

구현  단계에서는  설계자가  구현  모델 (implementation model)을  구조

화하고 , 개발자 (developer)가  설계  요소를  구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구현모델이  구현  컴포넌트  설계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서에  정의되며 , 구현  소스  코드가  생성된다 . 

 

 

Fig. 86 Stage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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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테스트  단계  

테스트  단계는  테스터 (tester)에  의해  수행되며 ,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의  테스트를  수행한다 . 이  단계에서는  테스트  시나리오  기술서와  테스트  

결과서가  산출물로  작성된다  

 

Fig. 87 Stage of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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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추적성(traceability) 

추적성 (traceability)이란  프로젝트의  요소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는  것

이다 . 다시  말해 ,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현  시스템

의  요소로  바뀌게  되는가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ooCBD 개

발  방법론  프로세스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은  추적성을  제공한다 . 

 

Fig. 88 Tracebility of ooCB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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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out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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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number of orders of marine structures has 

increased and now it accounts for more than 60% of total contract amoun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Korea as of 2015. Since shipbuilding yards in the 

past were specialized in building ships only, various production systems have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shipbuilding successfully. Shipbuilding-

specialized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and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PLM) system are some of the 

typical systems used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However, since such 

systems are specialized to  ship construction and management, they are not 

suitable for changes in environment where  more marine structures are being 

built than ships. As such, the shipbuilding environment has changed to that of 

marine structure-oriented production, but the production environment and 

systems in shipbuilding yards in South Korea have not yet properly responded 

to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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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pyard production plan is a very important area that not only aims to 

simply improve productivity but also provides decision making criteria about 

general management, including corporate strategy and vision required for 

business survival. In particular, problems have risen from the fact that 

production plans are being established using management systems developed 

for existing merchant ship production, without improvements of management 

systems that are suitable for marine structure characteristics even when 

orders for marine structures have rapidly expanded in recent years. If there 

are no efforts to improve management system and measures based on the 

marine structure process analysis, current problems of delayed schedule will 

become more serious. Most of the delayed scheduling problems in marine 

structures in recent years are closely related to the rapidly increasing amounts 

of ship outfitt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merchant ships.  The amount of 

outfitting is small for merchant ships, and the proportion of pre-outfitting is 

higher than that of post-outfitting, which is performed at a quay wall, so no 

additional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outfitting process. On the other 

hand, for marine structures, the amount of outfitting is considerably high and 

in particular, the post-outfitting proportion is high, necessitating research on 

the need for managing outfitting problems at a quay wall during post-

outfitting.  

To do this, the present study has performed research on the effective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es, that install 

devices and pipes during production of marine structures, such as FPSO and 

FLING that are constructed at shipbuilding yards. Based the analysis on the 

marine structure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 in terms of production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problems that can occur during the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 of marine structures were diagnosed to derive an 

improved  measure based on the balanced score card (BSC) methodology.   

The top priority improvement goals were defined through the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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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pyramid and specified through the value driver tree (VDT). The 

research on base technology required for a detailed improvement plan of 

process management was conducted and execution measures were defined. 

The management of the existing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 was 

strengthened in terms of plan-do-check-act (PDCA), a process improvement 

model, and virtual PDCA was performed prior to actual production through 

simulations to derive an implementation plan to increase the level of planning 

and construction efficiency as well as to develop a system to verify the measur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 was designed 

based on component based development (CBD) , in which systems are design 

and implemented based on robust components prior to development.  To 

define information models,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system, the 

existing standard process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information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analysis, a database (DB) was designed to 

manage the outfitting installation process of marine structures. The system 

was verified with respect to the piping process, which was a core process 

involved in the delayed scheduling problem occurring at production and the 

effects of applying the proposed improved measures were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ecutable post-outfitting process management can be 

performed to eliminate scheduling delays as well as cost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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