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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13 년  현재 , 국내의  조선  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흥  조선국의  

성장으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증가하는  샌드위치  형상의  어려움에  

빠져있다 . 이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조선소들이  통폐합되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 경쟁에서  살아남은  조선소  역시 , 생산성  확보  및  고

부가가치  제품  수주를  통한  위기  대처  능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  

조선  산업은  현존하는  단일  생산품  중  가장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물

인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생산하며 , 노동  집약  및  장치형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 또한 , 주문형  제품을  생산하는  탓에  까다로운  선주의  요구사

항과  선급의  품질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선소  고유의  생산  관리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각  조선소의  생산  문화  혹은  전략으로서  영

향력을  발휘한다 . 이러한  생산  문화와  노하우는  조선소마다  보유하고  있

는  조선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제  생산  현장에  반영되며 , 이러한  

생산  관리  시스템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선소  야드의  생산  환경을  구

축하는  근간이  된다 .  

일반적으로  생산이라  함은  선박  설계  프로세스  이후부터  선박  인도까

지의  과정을  의미하며 , 제품의  설계가  결정된  이후의  조선소  생산성은  

잘  정제된  공정 ,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자원  그리고  정확성  높은  일정에  

의해  결정된다 . 오늘날  조선소의  공정과  일정  요소는  고도의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잘  관리되고  운영  중에  있으나  설비 , 공간 , 작업자  등과  

같은  자원  요소에  대한  관리는  다소  미흡한  상태이다 . 조선소의  자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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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해양플랜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재  조선소의  다양한  프

로덕트  믹스  환경을  고려한다면 , 앞으로  조선소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은  조선소의  공정 , 설비 , 공간 , 작

업자 , 일정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주로  공정  

관리와  일정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잡하고  광범위한  생산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원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현재까지  개발되고  공개된  조선  생산  관리  시스템의  상황을  살펴보면  

타  산업분야가  주로  상용의  솔루션에  기반한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을  사

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  조선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

(Legacy System)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 이러한  자체  개발  시스템은  

해당  조선소의  생산  문화와  이슈들을  반영해가며  함께  발전되어  왔다 .  

특히  최근에는  해양플랜트  시장이  높은  부가가치를  갖게  됨에  따라  

선박을  중심으로  한  생산  시스템의  기능들이  해양플랜트의  특성에  맞추

어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 이에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M&S(Modeling and Simulation) 등  생산  시스

템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IT(Information Technology) 응용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 여기서  M&S 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 공간 ,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립되는  생산  계획을  사전에  시

뮬레이션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Plan-Do-Check-Act Cycle)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현존하는  기술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자  적합한  

솔루션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그동안  조선소

에서  수행되었던  다양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들을  표준화하고  특성화하

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구조로서  조선소  생산  정보와  시뮬레이션  정보



초   록  

 

 iii

의  특성을  모두  반영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분류  체계  역할을  수행하

는  중립  데이터  모델이다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조선소의  생

산  정보  기준  분류  체계인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

로  생산  정보의  설계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 이기종  시뮬레이션  소프

트웨어  간의  모델  정보  교환  연구의  시뮬레이션  정보  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  시뮬레이션  정보  구조를  정의하였다 .  

이러한  정보  모델은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모델링뿐만  아니라  시뮬레

이션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중립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표현  

및  관리에  사용  가능하며 ,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 작업자 , 일정에  대한  

정보  구조 (Product, Process, Facility-resource, Space-resource, Labor-

resource and Schedule Information)를  갖고  있다 . 이러한  구조를  

PPR3-S 라  정의하였고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활용성은  본  논

문에서  사례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은  생산  계획 (일정 )을  가상의  조선소  설

비와  공간  정보가  반영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고도화  및  생산  시뮬레이션  기

술의  체계화를  위한  정보  모델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태로  구현함으로써  중립적인  데

이터  모델로  실현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조선소  생산  계획  프로세스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 실제  조선소  업무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인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에  기반을  둔  유연한  시스템  구조를  제안하고  

사례를  구현함으로써  이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 본  논문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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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체계로서  유연하고  재사용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  다양한  목적

으로  확장  가능한  개념이다 . 또한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은  기존의  조선소  IT 시스템과의  유연한  통합을  가능한  형태를  가진  시

스템으로서  현장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설계 , 구축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일련의  연구  결과는  모두  확장과  통합에  유연하다

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 향후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

션  연구들의  규범적  모델이자  참조  사례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주  요  어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S-SIM), PPR3-S 정보 (Product, Process, Facility-

resource, Space-resource, Labor-resource and Schedule Information), 

작업분류  체계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시뮬레이션  기반  생

산 (Simulation-Based Manufacturing, SBM),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생산  계획 (Simulation-Based Shipbuilding Planning and Scheduling),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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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서  론 

1.1 연구 배경 

1.1.1 생산 환경의 변화 

최근  국내의  조선  산업은  신흥  조선국의  성장 , 글로벌  경제위기 , 제품

의  다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 이  때문에  

사전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일부  중소형  조선  업체들은  존폐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 대형  조선소들

도  이러한  글로벌  경기  불황에  예외는  아니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

신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을  도입하거나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과  같은  새로운  생산  관리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하지만  다양한  기술의  도입이  모두  실제  생산

성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을  보장해주지는  못하였다 .  

이러한  대외적인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변화는  비롯  조선  산업만의  일

은  아니며 , 대부분의  제조  업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

다 . Fig. 1 은  역사적으로  산업이  갖고  있던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조선  산업은  현재  정보화  시대를  지나  융합과  컨셉의  

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선  산업은  최

근  디지털  선박 , 빙해  선박 , 드릴쉽 , 크루즈  선 , 해양플랜트  등  기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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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건조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제품을  새

로운  기술과  제품과  융합하여  재창조한  형태라  할  수  있다 . 기술  측면에

서도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PLM 을  도입하거나  가상  조선소를  구축하

는  등의  다양한  혁신을  수행하는  추세이다 . 

 

 

Fig. 1 Paradigm shift of the industry 

  

조선소에는  이미  선박을  건조하는데  적합한  다양한  생산  시스템이  적

용되어  있으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 조선  전용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PS(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시스템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선박의  건조  관리를  

위해  특성화되어  있어  최근  다양한  프로덕트  믹스 (Product Mix)를  소화

하여야  하는  조선소  환경  변화에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

다 . 2013 년  현재 , 경쟁력  있는  조선소는  더  이상  선박을  잘  건조하는  

곳이  아닌  해양플랜트를  잘  건조하는  곳으로  2013 년  2 월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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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조선  업체의  전체  수주잔액  중  약  61%를  해양플랜트가  차지

하고  있으며 , 2012 년  세계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상선과  해양  관련  수

주는  이미  역전되어  각각  35%와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rdon et al., 2013; Jeong & Song, 2013).  

이러한  급격한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소들은  스마트  

워크 (Smart Work) 환경을  구축하거나  PLM 솔루션을  적용 , 

SBM(Simulation-Based Manufacturing)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다각도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수행

한  “선박  건조  및  운용  PLM”은  대표적인  변화  대응  사례라  할  수  있다

(Kim et al., 2011). 이는  현재  조선소  PLM 이라고  불리며  다른  업체로

도  그  개념이  확장되는  추세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계 , 건조 , 운항  

및  유지보수 , 재활용  및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제품  전수명주기를  아우

르는  관리  기술을  의미한다 . 조선소  PLM 은  세계적인  선박  건조  기술과  

통합  관리  기술을  융합시킨  성공  사례로서  3 차원  선박  모델 , 선박  

BOM(Bill Of Materials), 선박  설계  및  건조  정보  관리 , 운항  및  유지

보수  관리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하지만  PLM 이나 SBM 과  같은  

IT 기반의  응용  기술은  상용의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장기간의  맞춤

화 (Customizing) 과정을  통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기

술  도입에  앞서  체계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및  개선  과정이  요구

된다 .  

이와  같이  최근  조선소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

산  관리  기술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 특히  새로운  IT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관리의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생산  관리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술의  도입  및  통

합 , 확장을  위한  방법론  및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제  1 장  서   론  
 

 4 

1.1.2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이란  조선소  PLM 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기술  

중  하나이다 . Noh et al. (2006)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과  같은  

의미를  갖는  디지털  제조  시스템 (Digital Manufacturing System, DMS)

은  PLM 을  구성하는  기술로서  공장 , 생산  설비  및  라인을  설치하기  전

에  가상의  디지털  공장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Fig. 2 는  PLM 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시스템들의  관계를  보이고  있

다 . 이를  통해  DMS 의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DMS 는  생산  계

획  단계에서  제품  생산을  위한  여러  제조공정  대안을  분석하고 ,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제조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과  각종  생산  정

보의  생성  및  검증을  하나의  환경에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  

조선소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SBM)은  DMS 를  대체하는  개념으

로서  조선소의  제품 , 공정 , 자원을  모델링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설

계  및  BOM 정보 , 설비 , 레이아웃 , 작업장 , 공정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

탕으로  실제  생산  이전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  계획 , 가상  생

산 , 가상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선박과  해양플랜트는  건조  과정에  방대한  정보가  필요로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 Woo (2005)는  이러한  일반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와  조선소의  건조  프로세스를  비교를  통해  조선  산업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양산형태를  갖는  일반  제조업의  

생산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을  위해  수요  예측을  통해  생산  수량을  결정

하고  이를  위한  생산체제를  준비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 이에  반해  조선

소의  프로세스는  제품이  수주되면  설계부터  시작하는  형태를  보인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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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필요한  설비 , 공간  등의  생산  자원은  기존에  준비되어  있어  설계나  

생산  계획  단계에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 Fig. 3 은  이와  같은  

조선소의  건조  프로세스를  일반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조선소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  프로세스는  제품  수주 , 설계 , 계획 , 생산이  서로  순환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 본  논문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기

술은  Fig. 4 와  같이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건조  과정과  일정계획의  디지

털  시뮬레이션  적용을  통한  조선소의  생산성과  생산  계획의  정도  향상

을  지원하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Fig. 2 Relationship between PLM and DMS (Noh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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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nufacturing process of shipbuilding (Woo, 2005) 

 

 

Fig. 4 Simulation-based manufacturing of ship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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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  

  

 조선소  생산  계획  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정확한  생산  공정  능력  산출을  통한  전체  공정의  생산성  향상  

 가상  생산을  통해  설비  투자비  절감  및  신규  공정  평가  

 

이와  같은  목적의  시뮬레이션  연구는  설비나  공정의  생산  능력  평가  

시뮬레이션 , 생산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 조선소  레이아웃  설계  시뮬레

이션 , 블록  정반  배치  시뮬레이션  그리고  블록  물류  시뮬레이션  등  다양

한  형태로  구현되어  왔다 . 그동안  시뮬레이션  사례들은  각자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되거나  특성화되어  왔다 . 하지만  이러한  기능과  목적  

중심의  분류  관점은  연구  사례가  적은  초기  단계에는  효과적으로  사례

를  분류할  수  있으나 , 점차  시뮬레이션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  사례들이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지속해서  확대되는  형태

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 이는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고정적이고  확장

이  어려운  구조가  된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유연

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정보  중심의  분류  및  모델

을  제안하고자  한다 . 

Fig. 5 는  대표적인  조선소  시뮬레이션  수행  사례들을  정보  관점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 크게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 작업자 , 일정  

정보를  기준으로  특성화하여  표현할  수  있었으며 , 이러한  정보의  종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특성화  방안은  기존에  비해  더욱  체계적인  분류를  지

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표현하기  위한  정보  모델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정보  관점의  분석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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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로  확장하여  정의하였으며 , 보다  체계적이

고  재사용이  가능한  방법론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정보  

모델과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2 장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통

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Fig. 5 Information-centric analysis of shipyard simulation practices 

 



제  1 장  서   론  
 

 9 

1.2 관련연구동향 

1.2.1 조선소 생산 관리 및 시스템 

조선소  생산  계획  및  관리  기술은  관리  시스템  개발과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일정  계

획과  배치  계획에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 또한 , 생산  계획과  생산  

관리에  관련한  연구들은  실제  조선소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

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 Fig. 6 은  조선소  생산  관리  및  시스템과  관련한  

주요  연구  동향을  특징에  따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Fig. 6 Literature reviews of shipyard production management and systems 

 

초기의  조선소  생산  관리  연구는  주로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 Okayama and Chirillo (1980)는  선박  건조를  위한  작업분류  체

계인  PWBS(Product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제안한  바  있으며 , 



제  1 장  서   론  
 

 10 

Chaplin et al. (1986)은  선박을  WBS 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코드  

부여  방식을  연구하였다 . 이는  선박  제품을  작업  단위로  분류하고  선박  

건조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는  정보로서  우주선 , 항공

기 , 건축물  등의  프로젝트  수주형  산업에  널리  사용되는  WBS 개념을  

조선소  차원으로  재구조화한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  

현재  조선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WBS 의  개념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

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확장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후  WBS 를  

이용한  건조  비용  추정 , 통합  건조  모델  정의  등  다양한  응용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Ennis et al., 1998; Okayama & Chirillo, 1983). Storch 

(1999)는  PWBS 를  바탕으로  조선소에  린  생산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

한  바  있으며  Koenig et al. (1997)은  조선소  생산  관리를  선박  제품을  

중심으로  공정  정보를  통합한  GPWBS(Generic Product-oriented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제안하였다 . 이는  기존에  선박의  구조 , 시스템 , 

의장  등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기존의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의  단점을  보완한  구조이다 . 기존  SWBS 는  선박

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선박  설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생산  단계에서  공정이나  설비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 

GPWBS 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박  건조에  필요한  공정  정

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 다른  형태의  기타  생산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1990 년대  말  이후  생산  관리  기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한민국을  중

심으로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연구의  변화는  해당국들의  조

선  산업의  활성화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리베팅을  이용한  강선  건

조  방법이  용접을  이용한  방법으로  바뀐  이래로 ,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생산  방법은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조선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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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은  생산  기법의  개발보다는  생산  관리  수준의  향상에  의존해왔다 . 

생산  관리와  관련한  연구들은  현재  일본과  미국  중심에서  한국쪽으로  

이동하여  진행되고  있다 . 현재  세계  조선  산업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곳은  대한민국이며 ,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곳도  역시  대한민국

이기  때문에  생산  관리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조선소의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다 . Lee (2007a)는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생

산  계획  프로세스와  생산  계획  시스템을  분석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통합  계획  및  평가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조선소의  

생산  계획은  단순히  일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수주 , 공정 , 

자원을  고려한  다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 계획의  범위에  따라  다양

한  형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Song (2009)은  대형  

조선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기능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

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생산  관리를  플랫폼 (Platform) 관

점에서  분석하고  생산  관리  기능을  플랫폼  단위로  세분화하여  개별  플

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과  알고리듬을  연구하였다 . 이러한  연구들은  조

선소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며 , 이를  위해  생산  

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또한 , 생산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조선소의  생산  관리  시스템과  생산  정보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다 .  

국내의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과  관련한  연구들은  1990 년대  초반

부터  활발히  소개되었다 . 기존에  작업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던  

생산  계획을  실적  정보와  전문가의  지식을  디지털화한  대우조선해양의  

지능형  조선소  일정  계획  시스템  DAS(DAewoo Shipbuilding 

scheduling system)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Lee et al., 1995;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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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97). 이  밖에도  도장  공장의  작업  블록  배치를  위한  시스템

(Cho et al., 2001; Park et al., 2002), 조립  블록의  공정  설계  시스템

(Cho et al., 1998), 블록의  일반  공간  배치  및  계획  시스템 (Finke et al., 

2007), 작업자의  작업  부하를  고려한  배원  계획  프로그램 (Meland & 

Spaulding, 2003) 그리고  블록  조립  공정  계획  시스템 (Cho et al., 1998) 

등  다양한  연구  사례가  발표되었다 . 생산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 생산을  위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사례로는  조선  전용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을  표방하며  함정의  제품  모델

을  설계하고  이를  이용한  제품  정보  관리  시스템 (Oh et al., 2008)이나  

WBS 를  기반으로  작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프로세스 (Miroyannis, 

2006) 등을  꼽을  수  있다 .  

하지만  지금까지의  생산  관리  및  시스템  연구는  각자의  목적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개발하는데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대부분의  연구에서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 응용  시스템  그리고  기능들은  각자의  완성도를  높

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시스템  간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 때문에  이들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조선소  전체  생

산  시스템  관점에서  유연성이  크게  부족하게  되어  전체  생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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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선소 시뮬레이션 및 디지털 매뉴팩처링 

국내  조선  산업에  본격적으로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이  도입된  것은  

2000 년  이후부터이다 . 기존에  사용되던  시뮬레이션  기술은  물량  배량 , 

물량  최적화  등의  산술적인  모델을  이용한  정적인 (Static) 수치  평가  모

형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 2000 년대  들어서  디지털  매뉴팩처링 (Digital 

Manufacturing, DM), 가상  생산 (Virtual Manufacturing, VM) 등의  이

름으로  동적인 (Dynamic) 생산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되었

다 . 이러한  디지털  생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가상의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선박  건조를  수행하는  것을  가상  조선소 (Virtual Shipyard)라  

하며 (Alfeld et al., 1998), 디지털  조선소 (Digital Shipyard) 혹은  디지털  

조선  생산  시스템 (Digital Shipbuilding System)이라  한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술들은  대부분  이산사건  시스템  형식론 (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DEVS)에  기반을  두고  있다 . DEVS 는  시

스템  모형화를  위한  계층적  형식론으로서  시스템을  사건의  발생에  따라  

변화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스템의  동적인  변화를  기술한다 (Zeigler 

et al., 2000). DEVS 에  기반을  둔  조선소의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은  현

장에  적용하는  범용  시뮬레이션  엔진 , 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

의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범용  시뮬레이션  엔진은  시

뮬레이션  모델링  도구와  함께  하나의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배포된다 .  

널리  사용되는  상용  시뮬레이션  솔루션으로는  Dassault Systemes 의  

DELMIA, Siemens 의  Tecnomatix, Lanner Group 의  WITNESS, 

Brooks Automation 의  AutoMod, Rockwell Software 의  Arena 등이  있

다 . 이  중에서  조선소에  적용되고  있는  솔루션은  DELMIA 의  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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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ecnomatix 의  Plant Simulation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 두  솔루

션은  모두  개발업체가  PLM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스템과

의  호환성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은  

3.2.1 항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의  소프트웨어간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기술하였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연구는  

2000 년대  들어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 Fast (2000)는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이용하여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모델  데이터

베이스  개발을  수행하였으며 , Kim et al. (2002)은  선박  설계  및  건조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생산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 이  논문에서

는  선박  탑재공정을  중심으로  한  모델을  설계하고 , 응용  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 또한 , Kim et al. (2003)은  선박  건조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시

뮬레이션을  이용한  두  가지  기능을  제안하였다 . 이는  가상  안정성  시뮬

레이션  시스템과  가상  도크  탑재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이후  조선소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로  확장되어  적용되었지만 (Kim et al., 

2005), 특정  사례에  관한  시스템  구현  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  밖에도  비교적  정보가  체계화되어  있으며 , 자동화  수준이  높은  조

선소  내업  공장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례의  시뮬레이션  연구들이  수

행되었다 (Han et al., 2004; Shin et al., 2004). Woo (2005)는  상용  솔루

션을  기반으로  조선소의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조선소  내업  공장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고 , 이는  

기존  사례  중심들의  연구들과는  달리  모델링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서는  조선소  시스

템을  제품 , 공정 , 자원 , 일정  요소로  구분하고 IDEF0(Integrated 

DEFinition)과  UML(Unified Modeling Language)를  이용한  조선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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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

션  모델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이외에도  Woo et al. 

(2006), Greenwood et al. (2005)과  Lamb et al. (2006)등이  조선소  시뮬

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체계적인  아키텍처  방법을  정의하고  다양한  인터

페이스  기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조선소  시

뮬레이션  모델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공장  레이아웃  설계  

프로세스를  연구하거나  실행  계획을  위한  세부  작업  단위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 , 세부  공정의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등의  연구들이  수행되

었으며  이러한  컴퓨터  모델을  디지털  조선소 , 이를  이용한  기술을  디지

털  선박  건조 (Digital Shipbuilding)라  정의하였다 (Lamb et al., 2006; 

Lee et al., 2009; Shin et al., 2009; Song et al., 2011; Song et al., 

2009a; Song et al., 2008). 일련의  연구들은  상용  시뮬레이션  엔진이나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위  연구들은  

대부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모델링을  위한  방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반면에  DEVS 를  기반으로  자체  시뮬레이션  엔진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들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표현하고  모델의  정보  구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뮬레이

션  엔진은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  확장성에  있어서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지만 , 실제  시스템의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요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DEVS 

형식론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이산사건  및  이산시간  

혼합형  시뮬레이션 (Discrete Event and Discrete Time Simulation)을  이

용하여  크레인  블록  리프팅  시뮬레이션을  구축한  사례는  자체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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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엔진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이다 . 이  연구에서는  블록  탑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별도의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블록  탑재  시에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에  필요한  모델을  모두  

구현하여  블록  리프팅  모사와  동역학적  해석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Cha et al., 2012; Cha & Roh, 2010; Cha et al., 2008; Cha 

et al., 2010). 그러나  이와  같이  자체적인  모델링  도구 , 시뮬레이션  엔진

을  개발하여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

하는데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 다양한  

사례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용적인  도구라  하긴  어렵다 . 이러한  

이유로  조선소에서는  상용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 기존에  운영되는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는  

범용  솔루션을  사용하고  일부  상용  솔루션의  효율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는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 

이러한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동향은  Fig. 7 을  통해  주요  연

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일련의  연구들은  특정  결과를  분석하거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  대부분으로  이기종  시뮬레이션과의  통합이나  정보  교환에  대한  분야

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최근  들어서야  다양한  용도의  시뮬레이션들을  

기능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연구 (Hwang, 2012; Hwang & Gong, 2011)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전에  정의된  프레임워크  요소만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  1 장  서   론  
 

 17 

 

Fig. 7 Literature reviews of shipyard M&S and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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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및 절차 

1.3.1 연구 목적 

조선소에  있어서  생산  계획은  단순히  생산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 전체  기업의  전략과  비전  등  경영  

일반에  대한  의사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 특히  최

근과  같이  신규  선종이  증가하고  해양플랜트  수주가  확대되는  현  추세

에  있어서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존  상선  중심의  기준  체계와  프로세스

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즉 ,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생산  능

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된  생산  계획  방안이  필요한  시점

이라  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  기술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  중  하나로

써 , 생산  계획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예측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통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발  방

법론과  프로그래밍  기술  및  도구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Andritsos & Perez-Prat, 2000). 따라서  조선소  생산  계획  분야에  시뮬

레이션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시스템  관점에서  조선소  생산  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할  수  있다 .  

 

 생산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되는  기준  정보  및  데이터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프로세스  및  알고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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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역시  시스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아래와  같은  정의가  가

능하다 .  

 

 가상  생산  환경과  관련하여  관리되는  기준  정보  및  데이터  

 가상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가상  생산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  및  알고리듬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소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개념의  통합을  

위해서는  조선소  생산  계획과  시뮬레이션을  모두  고려한  기준  정보  및  

데이터 ,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프로세스  및  알고리듬이  필요하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준  정보  및  데이터로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제안하고 , 이를  이용한  생산  계획  분야의  알고리듬  및  애플리케

이션을  구현하여  일련의  연구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 조선소  시뮬레

이션  정보  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산  계획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계획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에도  적용  가능한  개

념으로서  유연한  확장  구조를  갖고  있다 . 

1.2 절  관련연구동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조선소에는  다

양한  시뮬레이션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 단편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을  

뿐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사전에  목적한  

기능  외에는  수행하지  못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들의  고정  결합  구조에  

기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 앞으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들이  적용

되고  구현될  것을  가정한다면  반드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하며 , 본  논문에서는  지속해서  확장되는  시뮬레이션  사례와  기능들을  원

활하게  통합하려는  방법론으로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제안하

고  있다 . 이  정보  모델은  조선소  생산  정보와  시뮬레이션  정보의  저장  



제  1 장  서   론  
 

 20 

및  관리를  수행하고  유연한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며  정보  중심의  시

뮬레이션  특성화를  지원한다 .  

Fig. 8 은  조선소의  시스템  관점에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이  

중립적인  정보  형태로서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는

지를  개념적으로  보이고  있다 . 현재  조선소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

술  상황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 이러한  기능들은  고

정된  결합  상태의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 대개  고정  결합  구조의  시

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세부  기능들의  재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따라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중립적인  기준  체계

로서  기능  단위를  서비스  단위로  확장시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유연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

게  된다 . 

 

 

Fig. 8 Purpose for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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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 절차 및 주요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크게  3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정의하고  구현하는  부분으로써 , 조선소  

생산  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기반을  둔  정보  모

델을  정의하는  내용과  XML 을  이용하여  이를  물리적인  데이터로  구현

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두  번째  단계는  정의한  정보  모델의  적용을  위한  

대상  시스템  선정  및  분석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써 , 조선소  생산  계

획  분야를  선정하고  계획  절차  및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위한  시스템과  주요  기능의  도출을  수행하였다 . 마지막  단계에서

는  조선소  생산  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일

련의  연구  내용을  검증하였다 . 각각의  연구  내용은  논문의  방법론 , 방법

론의  적용  방안 , 방법론의  구현  사례로서  의의를  가진다 (Fig. 9).  

일련의  연구  결과는  선표  계획을  비롯한  생산  계획  분야뿐  아니라  조

선소에서  수행되는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프로세스에  적용  가능하

며 ,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가진  조선소  엔지니어링  영역과  시뮬레이션  엔

지니어링  영역을  통합 ,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Fig. 10 은  조선

소에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상이한  특성에서  기

인한  두  영역의  차이를  개념화하여  보이고  있다 .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 조선소  엔지니어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시뮬레이션  엔지니어에게  전달하게  된다 .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는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에  대한  간

단한  설명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조선소  엔지니어에게  제공하게  된

다 . 하지만  조선소  엔지니어는  시뮬레이션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시

뮬레이션  엔지니어는  조선소  생산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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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고  나서야  비로소  잘  구성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구축된다 . 하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과정은  서로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 불필요한  공수가  소요되지  않아도  되

는  부분이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과  시뮬레이션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단절을  해결하고자  정보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Fig. 9 Research process and key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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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ole of the research in shipyard simulation model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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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2.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2.1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정의 

2.1.1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본  논문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이란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기

능과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정보  관점으로  대상  시스템을  특성화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개념은  주로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DM(Digital Manufacturing)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업체

에  의해  정의되고  배포되었다 .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프랑스  Dassault Systemes 사의  제

품 , 공정 , 자원  모델 (Product, Process and Resource Model, PPR Model)

이나  독일  Siemens 사의  제품 , 공정 , 공장 , 자원  모델 (Product, Process, 

Plant and Resource Model, P3R Model)이  있다 . 이러한  정보  모델은  

DM 사례  구축을  위한  참조  구조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CAD(Computer Aided Design),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

템과  같은  다른  PLM 구성  시스템들과의  정보  통합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 또한 , 이러한  정보  모델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다양한  CAD / CAM(Computer A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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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솔루션  간의  통

합을  위한  정보  교환체계로도  널리  활용되며 , 대표적인  사례가  STEP 과  

SDX 이다 (Balakrishna et al., 2006; Dassisti et al., 2006; Sly & 

Moorthy, 2001). 이와  같은  정보  모델은  주로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단

위  요소  정보  표현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이기종  PLM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는  정보  모델  구조에  기반한  중립  교환  

파일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Choi et al., 2010; Kim et 

al., 2010; Kim et al., 2009). 이러한  장치를  일반적으로  PLM 통합기

(PLM integrator)라  하며  Fig. 11 은  PLM 통합기의  기본  개념을  도식

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최근의  시뮬레이션  연구들은  주로  PPR 구조의  정보  모델이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 PLM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PLM 솔루션을  개

발하는  업체별로  제공하는  기능에  맞춘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 Fig. 12 는  Dassault Systemes 에서  제안하는  PPR 구조에  기반을  

둔  통합  PLM 데이터  허브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 이와  같이  솔루션에  

기반을  둔  정보  구조는  Fig. 13 과  같이  DM 을  구분하고  특징화하는  데

에도  확장되어  사용  가능하다 . Lee et al. (2011a)은  제조  시스템을  구축

하는데  있어서  가장  방대한  정보  관리  기능을  갖는  PDM 시스템  간의  

생산  정보  교환을  위한  구분  체계로  PPR 기반의  정보  모델을  활용하였

다 . 이  밖에도  일부에서는  공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체의  솔루션  

정보를  표준화하려는  연구도  수행  중에  있다 (Kang, 2007; Lee, 2007b; 

Yoon, 2006). 대표적인  연구가  2006 년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  의해  제안된  PLM 서비스 (PLM Services) 기술로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II. 디지털  정보  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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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cept of the PLM integrator (Yoon, 2006) 

 

Fig. 12 Dassault Systemes PPR hub concept(DELMIA,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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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Virtual manufacturing reference model (Lee et al.,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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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 모델 

일반적인  산업에서  시뮬레이션은  주로  공정  능력을  평가하거나  신규  

라인  및  설비의  검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PPR 이나  P3R 구

조의  정보  모델이  주로  적용된다 (Lee et al., 2012b). 그러나  이러한  구

조는  솔루션에  종속된  개념으로서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개념은  아니다 . 

이러한  이유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ational Institute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는  시뮬레이션  솔루션  간의  기술  호환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를  하기  위한  정보  모델의  중립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Harward & Harrell, 2006).  

Fig. 14 는  NIST 에서  제안한  자동화  공장의  정보  모델  구조를  보이

고  있다 . 이  정보  모델은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공장 (Shop)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직화하고  있다 (Luo & Lee, 2003). 공장  정보  모델

은  특정  공장을  대상으로  한  정보  모델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구조는  아니다 . 하지만  생산  정보를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을  정의하는  과정은  매우  효용

성있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  

Fig. 15 는  이러한  공장  정보  모델을  처리하기  위한  XML 을  이용한  

장치  구성을  보이고  있다 (Lee & Luo, 2005; Luo & Lee, 2005). 이에  따

르면  정보  모델은  XML 형태의  중립  모델로  구현되어야  하며 , XML 을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의  구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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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op level of the machine shop information model (Lee & McLean, 2006) 

 

 

Fig. 15 Data transfer based on the shop information model (Lee & Lu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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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T 는  이러한  정보  모델을  중립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격 (Neutral 

Data Interface Specification)이라  정의하였으며 (Lee et al., 2006; Lee 

et al., 2003b), 이러한  연구는  McLean et al. (2002)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 NIST 는  Dassault Systemes 사의  대표적인  DM 솔루션인  

DELMIA(Digital Enterprise Lean Manufacturing Interactive 

Application)을  사용하여  정보  모델을  테스트하였다 . Lu et al. (2003)는  

XML 로  구현된  중립  데이터  규격을  미국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의  날

개  제작  공장의  DELMIA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데  사용하였다 . 

이  연구에서  중립  데이터는  공장  시뮬레이션  모델의  개체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  

국내에서는  2009 년  “이기종  DES 모델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  표준

화  및  모델  교환  웹서비스  구축 ” 과제를  통해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  모

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 이  과제는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주 )지노스가  참여한  과제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  환경으로  인해  시뮬레이션  모델  정보  교환이  어렵고 , 

소프트웨어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당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Dassault Systems 의  DELMIA D5 QUEST(QUeuing Event Simulation 

Tool)와  Siemense 의  Tecnomatix Plant Simulation(2009 년  당시 , 

Tecnomatix emPlant)의  모델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중립  시뮬레이션  데이터 (Neutral Simulation Data)를  연구하였다 . 또한 , 

표준  중립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기

본적인  제어와  모델  생성  등의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에이전트

의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 이를  비롯한  주요  과제  연구  내용은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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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간의  모델  교

환  기능이나  전문적인  모델링  숙련지식  없이  간단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하는  기능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

화된  정보  관리  및  교환  방법이  요구된다 . 이에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복잡한  구조의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

는  XML 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 XML 형태의  중립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  웹서비스 (Web Services)가  선정되었다 (Fig. 17).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선소  시뮬레이

션  정보  모델의  개발과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  구조  설계의  기반  정보

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용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  

 

 

Fig. 16 Research results of the neutral simulation data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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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ata exchange system structure of the neutral simulation data project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이후  구조와  기능이  보완된  형태로  확장되었

다 . Lee et al. (2011b)는  PPR 모델을  기반으로  모델  개체의  연결  관계  

정보를  추가로  반영한  NESIS(Neutral Simulation Schema)를  제안하였

다 (Fig. 18). NESIS 는  앞서  언급한  중립  시뮬레이션  데이터  생성  과제

의  연구  결과의  일부로  기존  PPR 모델과  P3R 모델이  가진  정보  특성

을  반영한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DELMIA D5 QUEST 와  

Tecnomatix Plant Simulation 의  중립  데이터  모델  구조를  의미한다 . 

CAD 분야의  경우  중립적인  형태의  교환  모델이나  다양한  표준이  연구되

어  있지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표준  형태

의  중립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 NESIS 는  상용  이기종  시뮬레이션  소

프트웨어  간의  모델  교환  역할을  목표로  제안된  개념으로  자동차  공장

에  대한  사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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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structure of NESIS (Lee et al.,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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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개념은  조선  분야로  넘어오면서  정

보  구성이  변화되었다 . 조선  산업은  일정  계획에  대한  비중이  높고  제품 , 

공정 , 자원  정보가  일정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이에  

PPR 모델에  일정  정보가  추가된  PPR-S(Product, Process, Resource 

and Schedule)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 조선소  생산  시스템은  제품과  일

정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해

서는  자원과  공정에  대한  부가적인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자원  분석에는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이  사용되며 , 공정  분

석에는  IDEF0(Integrated DEFinition 0)가  사용된다 .  

Woo (2005)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PPR-S 모델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Fig. 19 는  Woo (2005)의  

PPR-S 모델  구조를  이용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분석  구조를  보이

고  있다 . 이에  따르면  일정  정보는  일정계획  시스템 (Planning and 

Scheduling System)을  통해  관리되며  강재  발주  일정 , 조립  일정 , 탑재  

일정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품  정보는  CAD System 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반면  자원과  공정  정보는  별도로  시스

템  레벨에서  관리되지  않는  부분으로써  UML 과  IDEF0 등의  모델링  도

구를  이용한  추가적인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기서  

자원  정보의  경우  실제로는  설비  위주의  정보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 . 

Fig. 20 은  조선소  실행  계획  시스템을  위한  생산  데이터  허브의  정보  

흐름을  표현한  것이다 (Lee, 2008). 조선소  생산  정보는  각  관점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공정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ee 

et al., 2009). 이렇듯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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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앞서서  소요되는  정보를  도출하고  대상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분석  과정에  도출되는  정보들은  조선소의  다양한  시스템에  분

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수집하고  정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 

 

 
Fig. 19 PPR-S model structure in shipyar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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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Process-centric data flow of a ship production data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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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PPR-S 구조에  기반을  둔  현재  조선소  생산  환경에  적

합한  정보  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 Fig. 21 은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

보  모델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S-SIM)의  목적과  역

할을  개념적으로  보이고  있다 . S-SIM 은  조선소의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제품 (Product), 공정 (Process), 설비

(Facility-resource), 공간 (Space-resource), 작업자 (Labor-resource), 일

정 (Schedule) 단위로  그룹화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재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이는  기존  PPR-S 기반의  모델의  자원  요소

가  주로  설비  중심의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어 , 포괄적인  자원으로서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자원  속성을  구

분하였다 .  

 

 

 

Fig. 21 Concept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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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 의  기준  요소는  Table 1 과  같은  조선소  시뮬레이션  사례들의  

기능과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 이를  통해  기존의  시뮬

레이션  연구들은  하나의  목적 (기능 )을  갖고  설계  및  구축되어왔음을  확

인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설비  및  공정  시뮬레이션의  경우  해당  설비나  

공장  혹은  공정의  정확한  생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시뮬레이션을  기능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각자  

개별적인  성격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 하지만  이를  소요된  정보  관점

으로  바라보고  분석한다면  공통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  

 

Table 1 Function and information analysis of shipyard simulation cases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분석  기준인  PPR-S 구조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사례들은  공통

적으로  제품 , 공정 , 일정에  대해  고려  하고  있으나  자원  관점에서는  다

소  차이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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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라는  포괄적인  정보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설비  중심의  정보

만을  관리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원을  설비 , 공간 , 

작업자로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다 . 이는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의  목적

이  생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본다면 , 개선된  정보  기준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  

S-SIM 은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정보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뮬레이션  정보  구조이자 , 적용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기능과  

성격을  정보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참조  모델이자 , XML 기반의  데이터  

구현을  통해  효과적인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는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라  정의할  수  있다 . 중립  형태의  S-SIM 은  Fig. 22 와  같이  동일

한  기능의  시뮬레이션이지만  상이한  정보  구조를  갖는  경우나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상이한  기능을  갖는  경우와  같이  단절된  시뮬레이

션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Fig. 22 Necessity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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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PR-S 가  가진  생산  관리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PPR3-S 정보  구조로  되어  있다 . PPR3-S 는  

PPR3-S 라고도  하며 , 세가지  종류의  자원  특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를  갖

는  용어이다 . 이러한  S-SIM 은  제품이  다양화되고  공정이  변화됨에  따

라  정의된  구조로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을  설비 , 작업자 , 공간으

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Fig. 23 은  기존

의  설비  중심의  구조를  공간과  작업자  관리에  대한  소요를  반영하여  자

원  요소를  3 요소로  분리하는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구조는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소에서  수행된  시뮬레이션  

연구들의  소요  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또한 , 기존  조선소  시뮬레

이션  연구에서는  수행되지  않았던  데이터  수준의  정보  모델을  구현하고

자  XML 기반의  구현을  수행하였다 . Table 2 는  기존  정보  모델과의  비

교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정의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정보  구

조 , 목적 , 활용  방안 ,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차별성을  정리하고  있다 . 이  

밖에  정보  모델의  설명에  필요한  상세한  S-SIM 의  구조와  구현  내용은  

2.3 절  조선소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모델  설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

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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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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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소 생산 시스템 및 정보 분석 

2.2.1 조선소 생산 환경 및 생산 관리 

조선소의  생산  환경은  조선소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 기본적

으로  생산  공정 , 생산  공법 , 생산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Song 

(2009)에  따르면  공정  관리는  생산활동을  관리하는  행위로서  ‘생산성  향

상 , 원가  절감 , 공기  단축 ’ 등  생산  효율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비 , 공정 , 

일정 ’의  공정  관리  요소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생산  지원  필수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 공법  관리는  공정  능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지원  부

가  활동으로  공정  관리의  하위  요소라  할  수  있다 . 공정과  공법은  생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 생산  관리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  생산  계

획 , 생산  기술  관리 , 작업장  관리 , 자재  관리 ,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분

류된다 (Fig. 24). 시스템에  따른  세부  기능과  특징은  Table 3 과  같다 .  

 

 

Fig. 24 Conceptual structure of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S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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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unction list of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So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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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생산 시스템 구조 

앞서  정리한  기존의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  구조는  기능과  목적  단

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개념으로써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운용되는  물리

적인  시스템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조선소에  적용되는  IT 관점에

서  바라보는  물리적인  생산  관리  시스템은  Table 4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는  CAD, ERP 그리고  APS 가  주로  활용되며 , 일부  대

형  조선소의  경우  추가적인  소요에  따라  MRP, SCM 그리고  MES 를  구

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Table 4 Purpose and functions of IT production systems 

 

 

이와  같은  IT 생산  시스템은  조선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  기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상용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다 . 

조선소의  시스템은  그  기능  목적에  따라  설계  관리 , 생산  관리 , 인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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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관리 , 조달  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 이는  다시  물리적

인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점에서  전사  정보를  관리하는  ERP 와  자재  관

리  및  조달을  관리하는  MRP, SCM 그리고  생산  계획  및  실적  정보를  

관리하는  APS, MES 로  분류  된다 . Fig. 25 는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

의  기능  목적에  따라  도식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생산  관리  시스템은  전체  생산  시스템  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기본  정보  관리 , 생산  설계 , 생산  계획 , 작업  관리 , 실적  

결산  기능을  포함한다 . 이러한  기능들은  조선소의  생산  관리  업무 ,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  항목과  유사하며  기능의  흐름  역시  비즈니스  프로세

스  흐름에  맞추어  진행된다 . 대부분의  단위  기능들은  기준  정보를  조회

하거나  추가 , 갱신하는  등의  정보  관리  역할을  하게  된다 . Table 5 는  생

산  관리  시스템의  단위  업무  구성과  주요  세부  기능들을  보이고  있다 .  

 

 

Fig. 25 Functional structure of shipyard production systems 

 



제  2 장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47 

Table 5 Function list of the shipyard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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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조선소 생산 시스템 정보 

조선소에서  실제  활용되는  생산  정보는  너무  방대하며  모든  정보를  

실제  수집  및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상의  제약이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조선소의  생산  정보는  생산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범위까지로  한정하였다 . 생산  관리  시스템은  조선소  고유의  정보  기준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 이는  곧  조선소  생산  관리  기준  체계

인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보

임을  의미한다 . 특히  조선소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곳에서

는  정보  관리  수단으로서  WBS 를  사용하기도  한다 (Hameri & Nitter, 

2002).  

이와  같이  조선소에서  ‘관리 ’되는  모든  정보는  WBS 를  기반으로  구조

화되어  있으며  생산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역시  WBS 를  근거하

여  설계된다 . 조선소의  주력  제품인  선박과  해양플랜트는  대형  복합  구

조물로서  맞춤형  수주  생산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 프로젝트  단위의  

제품들은  WBS 와  같이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고  있으며 , 일관된  기준을  

통해  제품 , 공정 , 자원 , 일정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  

조선소의  WBS 는  가장  상위에  선박 , 해양플랜트가  위치하며  프로젝

트의  블록 , 블록과  관련한  공정 , 공정의  세부  작업의  구조를  가진다 . 이

러한  단위  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제품  정보가  공정 , 자원 , 일정

과의  연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조선소  WBS 의  기본  구성은  Fig. 

2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WBS 는  프로젝트를  제품과  공정에  대한  정

보로  하향식으로  분해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Lee et al., 2012a), 다양한  

정보가  복잡하게  구성된  프로젝트를  물리적인  관리  대상으로서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특징 (Fig. 27)이  있어  선박  뿐만  아니라  해양플랜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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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구조물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관리  기술이다 .  

 

 

Fig. 26 Shipyard work breakdown structure 

 

 

Fig. 27 Relation with a project BOM and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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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 조선소의  생산  시스템  구조나  생산  환경이  차이가  있는  것과는  

달리  WBS 의  경우  대부분의  조선소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 이는  

WBS 는  생산  공법이나  설비에  따라  정의된  개념이  아닌 , 선박  제품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기반을  두어  설계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 이는  

Okayama and Chirillo (1980)의  조선소  WBS 가  제품의  특성에  기인하

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다양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연구를  통해  더욱  

상세히  확인  수  있다 . 

Table 6 은  국내  특정  조선소의  WBS 구조  사례를  보이고  있다 . 이를  

살펴보면 , 제품의  일반적  특성과  공정의  종류와  같이  일반적이고  개념화

된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제  조선소별로  차이가  나

는  단계는  주로  3~4 수준 (Level) 이하로  상위  계층은  일반적이고  보편

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 이처럼  조선소  WBS 는  공인된  표준은  아니지만  

널리  적용되어  있으며 ,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생산  정보의  가장  표준화

된  정보  기준  체계라  할  수  있다 .  

조선소에서  WBS 는  생산  관리  요소와  상세  정보를  정의하는  데  활용

되며  각  요소는  서로  연결  관계가  있다 . 또한 , WBS 는  여러  가지  다양

한  단위를  묶는  기준  체계로서  활용  가능하다 (Dian-hui et al., 2010). 

모든  요소는  WBS 코드로  표현되며  코드가  할당되지  않은  정보는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라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제품  성격의  WBS 코

드는  선종 , 선형 , 호선 , 블록  디비전 , 존  디비전 , 조립품 , 부재 , 절단  자

재  등이  있으며  공정  정보는  공사종류 , 주공정 , 단위작업 , 송선 , 설비  등

을  꼽을  수  있다 .  

WBS 는  모든  생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예를  

들어  월간  계획  정보는  호선 , 선종 , 블록  디비전 , 공사종류 , 주공정 , 단

위작업 , 송선  등과  같은  다른  성격의  정보가  통합되어  하나의  단위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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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Fig. 28). 이  경우  월간  계획  정보는  총  7 개의  요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 각  요소  정보들은  다시  각각의  구성  관계를  갖고  있다 . 

WBS 는  이러한  구조와  식별  가능한  코드를  통해  조선소의  생산  정보를  

정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Table 7 은  대표적인  WBS 코드  항

목들로  단위  코드  체계는  정보의  양에  따라  코드의  자리수의  차이가  있

지만 , 대개  2~3 자리의  코드  구조를  가진다 . 이렇듯  제품 , 공정 , 설비 , 

일정  등  다양한  속성의  정보가  하나의  통합  체계인  WBS 로  관리되고  

있으며 , 세부  코드  구조  및  코드  부여  방식  정도만  조선소에  따라  고유

의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  

 

Table 6 Structure of a shipyard WBS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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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chedule data generation using WBS co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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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hipyard WBS cod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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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소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모델 설계 

2.3.1 정보 모델 특징 및 설계 프로세스 

본  논문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S-SIM)은  기존  사례  연구들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조선소의  생산  정보  특성과  시뮬레이션  정보  특성을  반영한  구조로  되

어  있다 . Fig. 29 는  6 가지  요소로  구성된  PPR3-S 모델  기반의  S-SIM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안정적인  정보  모델  구조를  표현하기  총  7 개의  육

각형을  이용하여  개념화하였으며 , 중심에는  정보  모델을  통해  표현하고

자  하는  시뮬레이션  대상이  위치하고  주변에는  시뮬레이션  대상을  구성

하는  정보와  입출력  정보가  위치하게  하여  안정감  있는  구조를  형상화

하고자  하였다 . 

 

 
Fig. 29 Structure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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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M 은  기존  모델과는  달리  설비  중심의  기존  시뮬레이션  정보  모

델에  공간 , 작업자에  대한  소요를  반영하여  자원 (Resources) 정보를  상

세화하였으며 ,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정보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하였다 (Fig. 30). 또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정

보  모델  구현을  중립  데이터  파일로  정의하였으며 , XML 스키마를  이용

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 

이는  Woo (2005)가  적용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사

용된  PPR-S 분석  모델의  개선  모델이라  볼  수  있다 . 또한 , 시뮬레이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표준  기반의  

XML 을  이용한  중립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여  보다  유연한  형태

를  갖게  하였다 . 이러한  중립형  데이터  모델은  시뮬레이션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템플릿  역할을  수행하거나  향후  시뮬레이션  모델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Fig. 31).  

XML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  모델은  자동차  산업의  시뮬레

이션  정보  모델  연구인  Lee and McLean (2006)의  공장 (Shop) 모델과  

Lee et al. (2011b)의  NESIS 모델  사례를  통해서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 중립  포맷을  이용한  데이터  구현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으

로  생성하거나  모델링  도구 , 별도의  시뮬레이션  엔진 , 소프트웨어  간의  

모델  정보  교환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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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Definition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제  2 장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57 

 

Fig. 31 Application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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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는  S-SIM 을  이용하여  자원의  특성이  다른  정보가  필요로  하

는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표현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 조선소의  생산  

능력  평가  시뮬레이션은  제품 , 공정 , 자원 (설비 ), 일정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며 , 레이아웃  설계  시뮬레이션은  제품 , 공정 , 자원 (공간 ), 일정에  대

한  정보가  필요하고  생산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은  제품 , 공정 , 자원 (설

비 ), 자원 (공간 ), 일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이는  Fig. 32 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도형을  통해  개념화하여  누구나  한눈에  식별  가능한  형태

로  표현된다 . 또한 ,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와  시뮬레이션  실

행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실제  모델  표현의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 

Fig. 32 에서는  사선  패턴이  시뮬레이션  모델링  소요  정보를  표현하며  

격자  패턴은  시뮬레이션  실행  소요  정보를  의미한다 .  

이와  같은  S-SIM 의  특징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Systems Engineering)

에서  사용하는  표현  기법은  컨텍스트  다이어그램 (Context Diagram)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은  IDEF0 와  

유사한  모델링  방법으로  시스템을  입력 (Input), 제어 (Control), 출력

(Output), 매커니즘 (Mechanism)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시스

템이나  기능을  분석할  때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  

Fig. 33 은  컨텍스트  다이어그램을  통해  생산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사례의  S-SIM 을  표현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 이는  S-SIM 의  PPR3-S 

구조가  일반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점에서도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 S-SIM 은  하나의  대상 ,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요소

를  모두  빠짐없이  개념화하여  담고  있으며 ,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적합하

지  않은  제어  및  메커니즘  개념은  모델링  정보로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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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Application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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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escription of the information model using SE context diagram 

 

S-SIM 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다 (Fig. 34).  

 

1.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정보  분석  

2. WBS 기준의  조선소  생산  정보  도출  

3. 시뮬레이션  모델  관점에서의  조선소  생산  정보  구조화  

 

첫  번째  단계로  조선소에  존재하는  생산  시스템과  시스템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  결과  2.2 절  조선소  생산  시

스템  및  정보  분석에서  언급한  조선소  WBS 기반의  표준  정보  도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이를  통해  WBS 기반의  정보를  1 차로  수집하였으

며 , 이를  기반으로  최종  정보  모델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표현하였다 . 

정보  모델  데이터는  XML 스키마  형태로  상세  구현하였으며  이  내용은  

이어지는  2 항  정보  모델  데이터를  통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겠다 . 조선

소의  생산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조선소마다  모두  상

이한  구조를  갖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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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WBS 를  이용한  정보  모델의  설계는  상이한  조선소  시스템의  정

보를  하나로  묶어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며  정보  모델의  확장성

을  보다  높여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Fig. 35).  

 

 

Fig. 34 Design process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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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ata collection of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using W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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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보 모델 데이터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S-SIM)의  정보는  크게  조선소  생산  정

보와  시뮬레이션  모델  정보로  구성된다 . 조선소  생산  정보는  크게  WBS 

코드  단위로  관리되는  항목과  WBS 관리  항목과  관련한  속성  정보로  나

누어진다 . 예를  들어  블록은  고유의  WBS 코드  번호를  갖고  있고  블록

의  크기는  코드는  없으나  WBS 항목의  속성으로서  관리된다 .  

Fig. 36 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  설계한  S-SIM 의  PPR3-S 정보  구조

를  보이고  있다 . 조선소  생산  정보는  제품  관점 (Product view), 공정  관

점 (Process View), 자원  관점 (Resource View), 일정  관점 (Schedule 

View)의  구조로  분류하였다 . 여기서  관점 (View)은  S-SIM 의  확장과  유

연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PPR-S 구조를  

고려하여  PPR3-S 의  세부  요소를  포함하는  상위  시스템  그룹으로서  적

용하였다 . 이러한  구조는  Fig. 36 의  자원  관점과  같이  설비 (Facility), 

공간 (Space), 작업자 (Labor)의  복수  요소를  갖는  개념들을  묶어주는  역

할을  할  뿐  아니라 , 향후  제품의  다양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요소를  구

조적인  변경  없이  추가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S-SIM 을  구성하는  단위  항목은  Fig. 36 과  같이  생산  정보

(Production Information)와  모델  정보 (Model Information)를  포함한다 . 

요소별  생산  정보를  구성하는  데이터는  표를  통해  나타내었으며  제품 , 

공정  데이터 (Table 8; Table 9), 3 가지  종류의  자원  데이터 (Table 10; 

Table 11; Table 12)와  일정  데이터 (Table 13)로  총  6 가지  그룹으로  구

성된다 . 생산  정보는  앞서  수행한  조선소  생산  시스템과  WBS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 정보의  속성에  따라  6 가지  그룹으로  분류

하였다 . 구성  정보는  항목과  샘플  데이터 , 단위 , 설명을  함께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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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수정과  확장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정리하였다 .  

반면  모델  정보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관점에서  필요한  일반화된  구조

인  PPR-S 를  반영하여  제품 (Table 14), 공정 (Table 15), 자원 (Table 16), 

일정 (Table 17) 4 가지로  구성하였다 . 시뮬레이션  모델  정보의  경우  상위  

요소와  속성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  타입과  설명을  상세히  정

리하였다 . 이밖에  시뮬레이션  수행과  결과  관리를  위한  정보는  Table 18

과  Table 19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Fig. 37 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설계된  데이터  구조를  XML 을  이용하

여  물리  모델로  구현한  제품  관점  사례를  보이고  있다 . XML 스키마를  

통해  각  데이터의  계층  구조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였다 . XML 데이터

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로  시뮬레이

션  모델과  관련한  데이터를  기본  구조로  갖고  있으며 , 생산  정보는  모델

의  속성으로서  정의하였다 . 생산  정보는  별도의  XML 엘리먼트  형태로  

관리되며  모델  정보에  참조 (Reference) 구조로  연결된다 . 전체  XML 스

키마  구조는  Fig. 38 을  통해  나타내었다 . 이에  관련한  세부  명세는  지

면  관계상  부록  I.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스키마에  정리해  놓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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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Entire XML schema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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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source model data of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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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선표 계획 
3.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선표 계획

3.1 생산 계획 프로세스 및 시스템 분석 

앞선  분석  내용에  따르면  조선소의  생산  요소는  크게  계획 , 생산 , 실

적  관점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각의  활동의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계획은  모든  생산  요소의  시작  단계에  있으며  

다른  요소들과는  달리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야  하는  예측  성격이  강

한  특징을  갖고  있다 (Fig. 39). 또한 , 조선소에서  계획이란  선박이나  해

양플랜트의  수주부터  생산까지를  다루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생산  

계획은  선표와  일정 , 자재  소요에  대한  방법 , 순서  규모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기획  업무로  다루어진다 (Fig. 40). 

Fig. 41 은  조선소에서  다루고  있는  생산  계획의  범위와  흐름을  표현

한  것이다 . 가장  우선  수립되는  계획은  선표  계획 (Work Plan)이며  약  3

년에서  7 년을  예측한다 . 다음  단계는  대일정  계획 (Long-term Plan)으로

써  약  3 년에서  5 년을  바라보는  계획이다 . 이어서  중일정  계획 (Mid-

term Plan), 소일정  계획 (Short-term Plan), 실행  계획 (Execution 

Schedule) 순으로  이어진다 . Lee (2007a)에  따르면  이러한  조선소의  계

획영역은  크게  Planning 과  Scheduling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Planning 은  언제 (When), 무엇 (What)을  만들지는  결정하는  것을  다루

고  Scheduling 은  주어진  작업 (What)을  언제 (When) 수행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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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Where)와  작업자 (Who)를  할당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논

문에서는  일반적인  생산  계획을  의미하는  Planning 영역을  중심으로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제조업에서의  계획  활동은  그  범위에  따라  전통적으로  총괄  생산  계

획 (Aggregate Planning, AP), 주  생산  계획 (Master Production 

Schedule, MPS), 자재  소요  계획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MRP)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조선소의  선표  계획과  대일정  계획은  AP 의  

일종으로  조선소의  생산  목표  및  비전을  생산활동에  반영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로  3 년에서  7 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 중일정  계

획은  MPS 성격으로  실제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월별  생

산일정을  포함하고  있다 . MRP 에  해당하는  조선소의  계획은  소일정  계

획이며  여기서는  공정별 , 주요  생산  자원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며  공정

의  부하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  

모든  계획  활동은  모두  상위  계획을  기준정보로  참조하여  실제  생산  

현장의  리소스를  고려하여  수립된다 . 각  계획은  최대한  상위  계획을  최

대한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의  정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 Fig. 42 와  Fig. 43 은  각각  선표  계획과  중일정  계획  

수립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이고  있다 . 두  가지  모두  반복적인 (Iterative)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WBS 를  이용한  기준  정보  

조회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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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riteria of the shipyard production system 

 

 

Fig. 40 Planning and scheduling in the shipbuilding 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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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rocess of the shipyard production plan 

 

 

Fig. 42 Work planning procedure using 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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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Mid-term planning procedure using APS 

 

조선소  생산  계획  중  선표  계획은  가장  초기에  수립되는  계획이며  이

후의  계획들은  모두  선표  계획의  기준일정을  바탕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매우  큰  정보라  할  수  있다 . 선표  계획은  그  용도 , 단계 , 제

품 , 생산장소를  기준으로  분류  가능하며  전략  선표 , 협업  선표 , 사업  선

표 , 영업  선표 , 특수선  선표 , 계획  검토용  선표  등이  포함된다 .  

조선소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선표  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며  세부  절차는  Fig. 44 와  같다 . 여기서  생산  달력

은  조선소의  휴무일이  포함된  일정을  의미하며  배치 (Batch)는  선박을  

최종  건조하는  설비인  도크의  사용계획을  의미한다 . 도크  배치  계획을  

통해  선박의  키  이벤트  중  용골  거치 (Keel laying, K/L), 부분  진수

(Floating, F/L), 진수 (Launching, L/C)에  대한  일정이  수립된다 . 이후  

후행  계획법을  이용하여  기준선의  표준  작업  기간을  고려한  강재  절단

(Steel Cutting, S/C) 일정이  산출되며 , 산정된  기간이  조선소의  생산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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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조건을  충족할  때  최종  선박  인도

(Delivery, D/L) 일정이  결정된다 .   

 

1. 휴무일정이  포함된  생산  달력  정보  적용  

2. 도크  배치 (batch) 계획  수립 (K/L, F/L, L/C 일자  결정 ) 

3. 실적정보를  바탕으로  S/C 일정  수립  

4. 실적정보를  바탕으로  D/L 일정  수립  

 

선표  계획에  포함된  정보와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계획  시스템의  분석이  필요하다 . 조선소에  계획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보

통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시스템이라  하며  이는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Fig. 45). 

선표  계획을  위한  시스템의  기능  구성은  Table 20 과  같다 .  

각  기능은  조선소  ERP 에  축적된  생산  실적과  계약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이를  더  상세히  살펴보면 , 시스템의  기능은  

주로  각각  시스템  분류에  따른  정보  관리 (생성 , 조회 , 수정 , 삭제  등 ) 업

무를  수행함을  알  수  있다 . 선표  계획의  특성상  한번  수립된  계획이  수

정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현재  선표  계획  시스템에

서는  기준  데이터인  선표  케이스와  표준  정보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

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  

선표  케이스  정보는  생산  달력  ID, 생성자 , 생성  일자 , 계획  호선 , 공

사종류  정보  등으로  구성되며 , 계획  호선  정보는  호선  번호 , 선종 , 대상  

도크 , 계약일 , 키  이벤트  일정 , 시수  정보  등을  포함한다 . Fig. 44 는  시

스템  레벨의  정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선표  계획과  계획  시스템의  세

부  기능과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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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Process and relation of the work plan 

 

 

Fig. 45 Function flow of the produc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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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System functions of work plan in the AP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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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 프로세스 

3.2.1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시뮬레이션이란  계획된  일정과  단위  액티비티  

및  공정에  대한  부하  평준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적인 (Static) 계산  과정

으로  산출되는  결과이다 . 반면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은  계획된  일정에  

의해  조선소를  가상으로  운영하였을  경우의  동적인 (Dynamic) 예측을  의

미한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특성에  따른  구분은  Table 21 과  같이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시뮬레이션  혹

은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간에  따른  시스템을  모사 (Mapping)하고  확률적

인  변수를  사용 (Stochastic)한  이산적인 (Discrete) 시뮬레이션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개념은  가상  조선소  혹은  디지털  조선소를  통해  

구현되며 , 조선소의  투자와  생산  계획  분야에  효율적인  도구  중  하나이

다 (Krause et al., 2004). 또한 , Song et al. (2009b)에  따르면  디지털  선

박건조 (Digital shipbuilding)는  실제  조선소에서의  선박  건조  프로세스

를  가상  조선소를  통해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의  절감을  구현하는  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 Fig. 

46 은  국내  거제도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의  옥포  조선소를  사례로  디지

털  조선소의  개념을  보이고  있다 . 실제  조선소의  공간이나  설비와는  달

리  디지털  조선소는  무형  자산으로서 , 가상  공간상에서  다양한  대안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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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ategory of the simulation model 

 

 

 
Fig. 46 Simulation concept of the shipyard production system (Song et al.,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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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운용되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적용  분야에  따라  크게  4 가

지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조선소  시뮬레이션  기술은  조선소  경영  및  

실적  관리를  위한  경영  시뮬레이션  기술 ,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건조에  

관련한  생산  시뮬레이션  기술 , 생산  계획  및  물류  계획의  검증  및  평가

를  위한  계획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조선소  생산  환경과  공간  설계를  

위한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기술을  포함한다 (Fig. 47). 본  논문에서는  생

산 (Production), 계획 (Planning), 레이아웃 (Layout) 시뮬레이션  기술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Simulation-Based 

Manufacturing, SBM)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Fig. 47 Shipyard simulation technology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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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은  SBM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한  응용  기술을  

나타낸  것이다 .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도입만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따라서  효과적인  SBM 수행을  위해서는  우

선  시뮬레이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상  선정 (Fig. 48 의  Target 

selection)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이  과정에서는  대상이  가진  현재  문제점

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BPMN(Business 

Process Model and Notation), SWOT(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와  같은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관점의  

현  상황을  가시화하거나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이용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이  요구된다 .  

 

 

Fig. 48 Project strategy for the shipyard simulation 

 

BPMN 은  OMG(Object Management Group)에  의해  정의된  국제적

인  프로세스  모델링  표준이다 .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이나  분석  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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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SWOT 은  미국의  Albert 

Humphrey 에  의해  고안된  분석기법으로서  일반화된  간결한  표현방법으

로  현재  상황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SBM 도입  목적이나  문제점  인식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  생략하여  진

행하기도  한다 .  

SBM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은  이어지는  선정된  시스템  

분석 (System Analysis)과정과  시스템  시뮬레이션 (Simulation Modeling) 

과정이다 . 시스템  분석을  위해서는  공정  분석을  위한  도구로  

IDEF(Integration DEFinition)가  사용되며 , 제품 , 자원 , 일정에  대한  분

석은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United Modeling Language)이  사용된

다 . 전체  시스템의  구조와  관계  표현에는  SysML(OMG Systems 

Modeling Language)이  사용되기도  한다 . UML 과  SysML 은  모두  

OMG 에  의해  정의된  모델링  언어로서 ,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정  등에  널리  사용되는  UML 과는  달리  SysML 은  시스템을  구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간편화된  UML 버전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 

SysML 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관리하고  배포하는  비영리  기관인  

INCOSE(International Council on Systems Engineering) 에서  인정한  

모델링  언어이다 . SysML 의  사양은  UML 의  일부  내용을  차용한  부분과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해  새롭게  정의한  부분으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 

대상  시스템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분석  도구의  선정이  필요하

다 .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모델링  과정에서는  보다  디지털화된  도구가  

요구된다 . QUEST 나  Tecnomatix 와  같은  DEVS(Discrete EVent 

System specification) 엔진을  동반한  모델링  장치 ,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와  같은  표준  언어 ,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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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등의  새로운  플랫폼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시스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수행된  결과는  직접  조선소  생산  

시스템이나  엔지니어에게  전달되므로  현재  조선소  작업  환경에  맞는  기

술의  선정이  요구된다 . 특히 , 시뮬레이션  엔진  역할을  하는  DES 소프트

웨어들의  적절한  선정이  요구되며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5 종은  다음  Table 2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aprace et al., 2011a; 

Caprace et al., 2011b). 이에  따르면  Tecnomatix 의  Plant Simulation

과  QUEST 가  호환성 , 모델의  재사용성 , 데이터  가공성  등의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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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ist of discrete event simulation softwares (Caprace et al.,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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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적용  사례로서  선표  계획을  바탕으로  조선소  생산  계획의  특성을  분석

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선표  계획은  생산  계획  중  가장  

초기에  수립되는  계획으로  이후  모든  생산  계획이  선표  계획을  바탕으

로  수립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선표  계획  결과가  필요하다 .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립  당시의  기준  정보는  실적  정보  및  예상치만을  사용하

기  때문에  계획  정확도  향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조선소  생산  계획의  목표는  기업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일정을  수립하는  데  있으며 , 현재의  생산  계획은  사전에  분

석한  공정과  설비의  능력을  기준으로  기업의  전략과  매출을  고려한  수

립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Fig. 49). 하지만  공정과  설비의  능력  정보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관리 (S-Curve)되고  있어 , 이를  기반을  둔  생산  

계획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과  같은  예측  기법

이  도입이  필요하다 .  

 

 

Fig. 49 Basic work plann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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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은  가상  실행  환경에서  계획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구현할  가장  효과적인  기술  중  하

나이다 . 이는  PDSA(Plan-Do-Study-Act) 사이클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

장  기본적인  향상  모델  중  하나이다 (Moen & Norman, 2006). 이러한  개

념에  따르면  선표  계획  수립에  사용되는  실적  기반의  시뮬레이션을  대

체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부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이라  정의할  수  

있다 .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은  선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실무자와  

계획을  평가하고  배포하는  관리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계획  

담당자는  조선소의  공정과  자원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선표  

계획에  필요한  분석  자료와  계획  평가에  필요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산

출할  수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모델 , 정보 , 응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한  장치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라  정의하였으며 , 

Fig. 50 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선표  계획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다 .  

선표  계획  실무자는  계약정보  조회 , 기준정보  조회 , 직종  부하  분석 , 

Batch 수  결정  등과  같은  업무를  통해  선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 수

립된  계획은  계획  관리자를  통해  매출액 , 달성  가능성 , 조선소의  전략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계획  확정을  수행하게  된다 . 이때  계획  실무자의  

직종  부하  분석과정에  실적  기반의  S-Curve 를  사용하며  관리자는  과거

의  기준에  맞는  매출액과  달성  가능성을  판단한다 .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이와  같은  단순  실적  기반의  계획  과정을  현재

의  조선소  상황과  실적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러한  시뮬

레이션  시스템은  디지털  조선소  모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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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엔진과  분석  및  평가  요구사항  등의  입력을  위한  웹  기반의  사용

자  인터페이스 , 그리고  시뮬레이션  제어  및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뮬레

이션  미들웨어로  구성된다 .  

 

 

Fig. 50 Concept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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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과  Fig. 52 는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  시스템의  개념  설계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시뮬레이션  엔진은  상용  패키지  적용을  가정하였으

며 , 시스템  간의  통신은  웹서비스 (Web Services) 표준의  하나인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2.0 을  적용하였다 . 시뮬레이션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컴포넌트는  크게  사용자를  위한  웹  기반  애플리

케이션과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부 , 모델  및  기타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관리부로  나누어진다 .  

 

 

Fig. 51 Component design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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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Structure design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system 

 

Table 23 은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을  위한  평가  고려사항을  정

리한  것이다 . 선표  계획은  다른  종류의  계획들에  비해  조선소에  따른  차

이점이  적고 , 그  형태나  평가  항목들이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 따라

서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적용하거나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적용이  용

이하다 . 시스템을  이용한  선표  계획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평가  요소의  정의가  필요하며 , 이러한  정량적인  평가  항목은  크게  계획

의  부하 , 매출액 , 달성  가능성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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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선표  계획에서는  도크 , 안벽과  같은  설비의  부하뿐  아니라  공정 , 물량  

등에  대한  부하와  소요  인력에  대한  부하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상세

한  수준의  부하  평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모든  범위를  다루는  선표  계

획의  특성상  다양한  부문에  대한  부하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 매출액  평

가는  크게  사업  계획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도크  회전율을  정량적으

로  산출하여  매출액과  영업  이익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

으며 , 키  이벤트에  대한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의  일정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여기서  부하  평가  기준은  시뮬레이션  모델과  모델의  

로직에  반영되는  정보이며 , 매출액  평가와  계획  달성  가능성  평가의  경

우  시뮬레이션  후  결과  평가를  위한  기준  항목이  된다 .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은  크게  선표  계획  

실무자 , 시뮬레이션  시스템 , 선표  계획  관리자로  구성되며 , 최종  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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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배포를  위해  계획  실무자는  선표  계획  수준의  정보를  입력하고 , 시

뮬레이션  시스템은  중일정  계획  수준의  제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 계

획  관리자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제약사항을  고려한  평가  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 Table 24 는  각  시스템  혹은  이해당사자  관점에서  필요한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  

 

Table 24 Stakeholder requirements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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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을 위한 알고리듬 

3.2.2 항  시뮬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중일정  계획  수준의  엄밀하게  모델링된  시뮬레이

션  모델이  필요하다 .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계와  입력  정보는  2 장  조선

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에서  정의한  PPR3-S 구조의  조선소  시뮬레이

션  정보  모델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S-SIM)이  사용

된다 .  

S-SIM 은  선표  계획의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  기능의  차이점을  정보  관점에서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표현하는  역

할을  수행한다 . Fig. 53 은  선표  계획의  달성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뮬레

이션  기반  선표  계획  프로세스를  보이고  있다 .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용

하는  방법이나  도구에  따라  그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보  모델을  이

용한  설계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기능  정의가  

필요하다 . Table 25 는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모델을  정의

한  내용이다 . 정의를  위해서는  작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5 가지  구성  요

소가  필요하며 , 일정  요소가  입 /출력  데이터로써  의미를  가지고  나머지  

4 가지  요소는  모델  데이터로써  사용된다 . 

기본적으로  계획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평가하

고자  하는  계획보다  상세한  수준의  부하  평가  기능이  요구된다 . 예를  들

어  선표  계획이나  대일정  계획을  평가할  때  중일정  계획  수립  수준의  

부하  평가가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며 , 중일정  계획의  평가에는  실행  계

획  수준의  부하  평가  모델이  필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중일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행되는  주요  분석  기준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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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기능  및  알고리듬  항목을  도출하였다 .  

 

 액티비티  릴레이션을  고려한  일정  계획  

 지번  단위의  공간  배치  

 표준  공기  기반의  블록별  공수  계산  

 블록  디비전  기반의  블록  데이터  생성  

 블록  디비전  기반의  블록  형상  생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블록  송선  결정  

 거리를  고려한  블록  송선  결정  

 이용률을  고려한  블록  송선  결정  

 

위  항목  중에서  릴레이션  기반  계획  알고리듬과  지번  단위  배치  알고

리듬은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의하여야  하

는  기능이다 .  

 

Table 25 Element definition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제  3 장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선표  계획  
 

 103 

 

Fig. 53 Concept of the simulation-based work plan using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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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생산  계획은  탑재  공정을  기준으로  앞  공정인  설계 , 강재관리 , 

전처리 , 가공 , 조립 , 선행의장 , 선행도장  그리고  선행탑재까지는  

Backward Scheduling 방법으로  수행되며  이후  공정은  Forward 

Scheduling 방법이  사용된다 . 중일정  계획은  Backward 로  계획되는  네

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 WBS(Work Breakdown Structure)에서  정

의한  기준  계획  단위인  액티비티 (Activity)를  기준으로  수립된다 . 액티비

티는  다음과  같은  기본  관계  규칙을  갖는다 (McLean & Shao, 2001).  

 

 FS, Finish to Start  

선행  작업이  완료하여야  후행  작업이  착수할  수  있는  연결  관계  

 FF, Finish to Finish 

선행  작업을  완료하여야  후행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연결  관계  

 SS, Start to Start 

선행  작업을  착수하여야  후행  작업이  착수할  수  있는  연결  관계  

 SF, Start to Finish 

선행  작업이  착수되어야  후행  작업이  완료되는  연결  관계  

 

이와  같은  기본  관계  규칙에  따라  조선소의  액티비티는  선행  작업  이

후  다수의  후행  작업은  가능하지만 , 다수의  선행  작업이  하나의  후행  작

업으로  연결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Fig. 54). 이러한  특성을  기반

으로  관계별로  액티비티의  착수일 , 완료일  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방법

은  프로젝트  기반의  다른  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및  CPM(Critical Path Method)에  

기반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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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onstraint of a backward scheduling method 

 

PERT 는  1956 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고안된  개념이

고  CPM 는  1956 년  Dupont 사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  관리  기법이다 . 

두  기법은  시작  목적은  상이하지만  네트워크  중심의  주공정  탐색  및  일

정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이  공통적인  속성을  하고  

있어 , 최근에는  PERT/CPM 와  같이  하나의  기법으로  통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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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기반의  일정  계획법은  Table 26 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 Backward Scheduling 특성에  따라  모든  일정은  후

행  액티비티의  착수일  혹은  완료일을  기준으로  역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Table 26 Scheduling method using activity network relationships 

 

 

Fig. 55 는  가상의  111 블록의  완료일 , 착수일  정보를  바탕으로  하위  

반제품들의  일정을  계산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 111 블록의  완료일

을  기준으로  이와  직접  관련된  액티비티인  111DK1A 와  111DK2A 의  

일정이  결정되며 , 다시  111DK1A 의  일정을  기준으로  111ET9A 와  

111ST75 의  일정이  결정되고  FG11 은  111ET9A 의  일정을  기준으로  결

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즉 , 대상  선박의  진수일이  결정되면  탑재  블

록들의  관계에  의해  모든  탑재  블록들의  일정을  결정되며 , 탑재  블록들

은  다시  각자의  관계에  의해  하위  조립  블록들의  일정을  결정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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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 단 , 본  예제에서는  모든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조선소

에서  액티비티의  일정은  주로  FS, SF, SS 와  같은  관계가  주로  적용되며  

FF 관계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 

 

 
Fig. 55 Scheduling example using activity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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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정의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기능

은  지번  단위  공간  배치  기능이다 . 조선소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공간의  

자원  요소의  하나로서  공정이나  설비의  주요  제약조건으로  사용된다 . 특

히  공간  배치는  생산  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간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네스팅  문제로서  인식할  수  없다 .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공간  배치  사례는  Table 27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 중일정  계획  수준에서  수행되는  공간  배치들은  대부분  정반  배

치  사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정반  배치는  지번이라는  이름의  공간  할당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대부분  사각형  형태의  지번을  관리하고  있

으며  크기에  따라  대지번 , 중지번 , 소지번으로  나누어진다 .  

 

Table 27 Space arrangement of the shipyard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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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선표  계획  달성  가능성  판단에는  

지번  단위의  공간  배치  수준의  적용이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으며 , 

Fig. 56 은  지번  단위  블록  배치를  위해  정의한  바이너리  행렬을  이용한  

블록  배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 

 

 
Fig. 56 Block arrangement using the binar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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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되는  공간인  정반을  사각형의  지번  단위에  사상하여  하나의  매트

릭스로  표현하였으며 , 가장  상세한  관리  단위인  소지번  기준의  배치  상

황을  가정하였다 . 소지번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배치되는  블록이  지번  

단위에  맞는  직각  다각형  형상으로  정의하기  위함이다 .  

실제의  블록  형상을  그대로  고려한  배치를  수행한다면  모델의  성능

(Performance)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선표  

계획의  평가를  목적으로  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구현  수준을  결정하

였다 . 바이너리  행렬은  배치  가능한  공간을  0, 배치할  수  없거나  이미  

배치된  공간을  1, 중복으로  배치되는  공간을  2 로  정의하여  수학적인  알

고리듬을  정의하였다 .  

블록의  배치는  Kwon (2005)이  제안한  휴리스틱  배치  방법을  적용하

였다 . Fig. 57 은  적용된  휴리스틱  배치  방법을  보이고  있다 . 이  방법에

서는  Bottom-Left-Fill 알고리듬을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배치  영역

의  Bottom-Left 에  무조건  배치  후  배치가  불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위쪽  

방향  진행 , 위쪽  방향  진행이  불가능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최솟값  이동  

후  배치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 이러한  알고리듬은  단순하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실제  APS 공간  배치  모듈에도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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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Heuristic block arrangement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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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4.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4.1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및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4.1.1 조선소 시스템 환경 

기업체들은  조직  내부의  다양한  정보와  각종  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고유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 그룹웨어 (Groupware) 혹은  인트라넷

(Intranet) 기술을  통해  구현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 일반적으로  그룹웨어는  개인용  소프트웨어가  기업  단위로  확장된  

개념으로  개인이  아닌  그룹  단위에서의  협업을  지원하는  그룹용  소프트

웨어를  의미하고 , 인트라넷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기반

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Lau, 1998). 초기  등장한  그룹웨어  기술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트라넷으로  대치되는  추세로  

현재는  각  개념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  

대부분의  조선소  역시  이러한  기술이  널리  적용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로  사내에서  운용되는  포털  사이트 (Portal site) 타입의  인트라넷을  통

해  전반의  비즈니스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 이러한  환경은  인트라넷  도

입  이후의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업무뿐  아니라 , 기술  도입  이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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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시스템과  정보 , 업무  등을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 

Fig. 58 은  국내  대형  조선소  두  곳의  엔터프라이즈  인트라넷  시스템  

사례를  보이고  있다 . 두  시스템  모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 이는  모든  기능과  시스템 , 정보가  통합된  형태로  관리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조선소에  따라  항목이나  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생산  계획 , 생산  도면  등의  모든  생산  정보를  인트라넷이라는  통합된  창

을  통해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같이  조

선소  생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형태의  기술이라면  현재의  통합

된  조선소  시스템  운용  환경을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 . 

상이한  정보와  환경을  가진  새로운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에  추가하

는  것은  시스템  간의  통합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 . 대규모의  엔터프라이

즈  시스템의  통합은  시스템  간의  기능  결합  수준에  따라  고정  결합

(Tight Coupling)형태와  유연  결합 (Loose Coupling)형태로  나누어진다

(Fig. 59).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통합을  위해  고정  결합  형태의  방법이  

적용됐으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이관 (Migration), 대규모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리고  독자  시스템 (Legacy 

System)을  이용한  방안들을  꼽을  수  있다 .  

초기에  널리  사용되었던  대규모  이관을  이용한  통합은  최신  IT 시스

템을  도입하면서  모든  기존  시스템을  신규  시스템의  플랫폼으로  이관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IBM, Oracle, Microsoft 와  같은  전문  기업  시스

템  업체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에  종속되어  

자체  유연성과  독립성을  잃게  될  수  있다 . 이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사적인  시스템  통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인  EAI 를  이용한  통

합  방안이  널리  사용되었다 (Lee et al., 2003a). 하지만  EAI 역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이를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나  전담  부서가  지속해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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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 통합  관리되는  대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경우  EAI 시스템  역

시  업그레이드하여야  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독자  개발  코

드를  이용한  자체  솔루션을  이용한  통합  방안은  대규모  이관과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지만 , 자체  시스템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어려

우며 , 기업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부가적인  업무가  추가되어  전체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유연  결합  형태의  시스

템  통합  방법이며 , 이는  기존의  엄격한  규범과  사양을  기반으로  운용되

던  환경을  기능  및  기술과  독립적인  환경으로  바꿈으로써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통합을  지원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Fig. 59). 유연  결합은  하

나의  표준처럼  사용되는  WWW(World Wide Web)를  이용한  방안으로써  

WWW 에서  운용되는  조선소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통

합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유연  결합을  이용한  통합에는  XML 과  웹서비

스 (Web Services) 기술이  주로  이용되며 , 이와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리

팩토링을  위한  잘  조직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  

시스템  리팩토링이란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무질서한  기능  변경  및  

확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민첩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확장을  의미한다 . 

이러한  시스템의  리팩토링은  잘  조직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실

현할  수  있다 (Fig. 60).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리팩토링  방법으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를  선정하고 , 조선소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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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Examples of the shipyard enterprise intranet system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16 

 

 

Fig. 59 Type of the enterprise system integration method 

 

 
Fig. 60 Refactoring concept of the enterpris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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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는  기업

의  비즈니스  업무와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 (Enterprise Architecture, EA)와  등장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하나이다 . SOA 는  유연  결합  형태의  시스템  통합

을  위한  시스템  리팩토링  방법이자  IT 시스템  개발의  일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Erl, 2008).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개발  초기에는  다

기능의  민첩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보이지만 , 구축이  완료되고  배포된  이

후부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  확장  및  

통합이  어려운  형태를  보인다 (Fig. 61).  

 

 

Fig. 61 Lifecycle of general enterpri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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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스템  대부분이  확장보다는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가에  초

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되며 , 시스템  개발  및  구축이  외부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반면 , 완료  후  시스템  유지보수는  내부  인원만으로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이는  기업내  시스템  지원  관련  예산이나  업무  지원이  매

우  감소하기  때문이다 (Dirk et al., 2006).  

SOA 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기능을  일종의  서비스로  바라보고 ,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SOA 의  서비

스는  시스템  관점에서  명확한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컴포넌트와  비즈니

스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 특히  SOA 는  태생적으로  EA 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존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들과는  달리  비즈니스  

관점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Fig.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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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Time line of enterprise architecture and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Fig. 63 Positioning of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as a softwar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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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SOA 는  대규모  시스템  개발에  널리  사용되는  OOP(Object-

Oriented Programming)와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 Fig. 63 은  SOA 가  소프트웨어  아

키텍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도식화한  것이다 . 이는  데이터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분  없이  사용자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기능하고  

관리되던  기존의  개념을  비즈니스  관점으로  확장하여 , 웹  상에서  데이터

와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하나의  서비스  개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클라

우드  컴퓨팅 (Cloud Computing)이나  메쉬업  서비스 (Mash-up Service) 

등의  기반  개념이  되었다 . Table 28 은  Jeon (2008)의  연구내용을  바탕

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SOA 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8 Comparison of existing software architecture with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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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 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XML 과  웹서비스

(Web Services, WS)이다 (Tsai, 2005). XML 은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

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며 , 정보의  데이터와  정의를  위한  설명  데이터를  함께  포함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  

이러한  XML 은  모델의  교환 , 공유 , 재사용을  목적을  갖는  다양한  분

산환경  시스템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El-Gayar & Tandekar, 

2007). 또한 , WS 는  시스템의  환경에  무관한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방

법으로서  XML 과  함께  W3C 에서  정의한  표준의  하나이다 . WS 는  2000

년대  들어서  다양한  업체들에  의해  채택되어  사용되는  통신  방법으로  

다양한  IT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술의  하나로서  SOA

의  기본  요소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Jee, 2006).  

SOA 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

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관리하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개자로  구성된다

(Fig. 64). 기존  시스템들은  정보  교환을  위한  별도의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모든  대상  시스템의  정보를  분석하여  개별적인  통신을  수행하였다

면 , WS 는  표준으로써  공통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용어로써의  역할

을  하여  시스템  간의  유연성을  높이게  된다 (Fig. 65). Fig. 66 은  WS 를  

이용한  다양한  환경의  시스템  통합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 WS 는  이

처럼  상호  운영성이  떨어지는  이기종  운영  환경의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으며 (Heller & Allgaier, 2010), 다른  기능을  갖는  상이한  환경의  시스

템  간의  점진적인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Fig.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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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Basic structure of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Fig. 65 Request and response pattern of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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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Loose coupling system using Web Services 

 

 

Fig. 67 Enterprise system integration using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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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

션 시스템 설계 

4.2.1 시스템 레이어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 기반의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SOA 레퍼런스  아키텍처 (SOA 

Reference Architecture, SOA-RA)의  선정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SOA-

RA 는  IBM 과  Microsoft 의  아키텍처를  꼽을  수  있으며 , 두  아키텍처  

모두  일부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중심

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Fig. 68 은  IBM 과  Microsoft 에서  제시한  SOA-RA 를  도식화한  것이

다 . IBM 의  SOA-RA 는  서비스  사용자로서  서비스  사용자  레이어와  비

즈니스  레이어가  위치하며 , 서비스  제공자에는  서비스  컴포넌트  레이어

와  운영  시스템  레이어가  존재한다 . Microsoft 는  IBM 과  마찬가지로  서

비스  사용자  레이어와  비즈니스  프로세스  레이어가  서비스  사용자의  역

할을  수행하며 , 서비스  제공은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와  시스템  레이

어를  통해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기업  환경의  SOA 시스

템에  있어서  서비스  중개자는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

며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로  이루어진  총  4 개의  레이어  구조를  기반으

로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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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reference 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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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는  SOA-RA 를  기반으로  도출한  SOA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

레이션  시스템의  레이어  설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서비스  사용자로서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두  가지  레이어를  선정하였

으며 , 서비스  제공자는  비즈니스  컴포넌트와  시스템  컴포넌트로  구성하

였다 .  

 

 

Fig. 69 Service-oriented architecture-based shipyard simulation system layer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는  조선소의  엔

지니어가  접근하는  인트라넷이나  사내  포털  사이트 , 생산  계획  시뮬레이

션을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웹  

인터페이스와  같은  기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다 . 비즈니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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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레이어에는  조선소에  이미  존재하는  업무  규칙 , 방법  등의  기존  

조선소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들과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제품 , 공정 , 설비  등의  모델링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서비스  제공자

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적인  장치들과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된  메타  

데이터  스키마와  같은  컴포넌트로  구성된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와  

데이터베이스로  존재하는  정보 , 기타  운영  시스템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SOA 기반의  구조는  개별  레이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조합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연한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다 . Fig. 70 은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서비스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

으로  구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이러한  시스템  구조는  재사용성이  

높은  CBD(Component-Based Development)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레이어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은  타  레이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단위로서  다양한  목적의  시스템  도출이  가능하

게  된다 .  

Fig. 70 과  같이  선표  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 서비스  사용자는  조선소  인트라넷을  사용하며  기존의  선표  계획  

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설계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로는  시뮬레이션  엔

진  제어기 , 시뮬레이션  결과  수집기 , 정보  모델  기반의  데이터  스키마와  

상용  시뮬레이션  엔진 , 시뮬레이션  모델 , 시뮬레이션  로직 , 조선소  생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28 

 

Fig. 70 Work plan services of the shipyar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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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크게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웹  기반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Fig. 71 은  시스템  관점에서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도식화한  것이다 . 여기서는  ERP, APS 등과  같은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인터페이스  방법  정의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

다 (Karnouskos et al., 2007).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앞서  정의한  SOA 레이어  중  엔터프라이즈  사

용자에  속하는  개념으로  HTML5, Flash, AIR, Silverlight 등과  같은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플랫폼을  이용한  구현이  요구된다

(Lawton, 2008). RIA 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인  뛰어난  접근성과  정

보  교환  기능에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인  다양한  조작성과  높은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통합한  개념으로 , 인트라넷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

선소의  사내  포털사이트에  적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Farrell & 

Nezlek, 2007; Fraternali et al., 2010).  

시뮬레이션  미들웨어는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의  서비스로서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시뮬레이션  엔진  사이의  데이터  교환  및  

명령  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또한 , 시뮬레이션  엔진은  신뢰성

을  검증받은  시뮬레이션  패키지의  시뮬레이션  엔진  기능을  사용하는  개

념으로서  QUEST 와  Tecnomatix 와  같은  상용  패키지를  기반으로  구축

된  서버가  필요하며 , 이는  기존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및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시스템

과  함께  시스템  컴포넌트  레이어의  구성요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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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능하게  된다 .  

 

1. 시스템  컴포넌트  레이어  – 생산  정보  조회  

 APS, ERP 의  선표  계획  정보  및  블록 , 공정 , 작업장 , 설비  

등의  정보를  조회함  

 

2.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  – 시뮬레이션  정보  입력  

 조선소의  사용자가  웹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함  

 

3.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  – 모델  및  로직  생성  및  조회  

 조회된  생산  정보와  입력된  시뮬레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저장된  시뮬레이션  모델과  로직을  시뮬레이션  엔진  서

비스에  전달함  

 

4. 시스템  컴포넌트  레이어  – 시뮬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엔진  서비스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

를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전달함  

 

5.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  –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및  가공  

 시뮬레이션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가공  전  결과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의  결과로  가공하고  이를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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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  – 시뮬레이션  결과  조회  

 조선소의  인트라넷  환경에서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원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의  수행  결과를  확인함  

 

Fig. 72 는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사용자  관점으로  설계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 이러한  설계는  시스템으로  구현되지  않는  비즈니

스  프로세스  레이어에  해당되는  선표  계획  프로세스와  모델  기능  그리

고  로직과  관련한  서비스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 . 3.3 절  시뮬

레이션  기반  선표  계획을  위한  알고리듬에서  정의한  선표  계획  기능과  

알고리듬이  대표적인  항목이며  이는  시뮬레이션  모델과  로직  형태로  관

리된다 .  

 

 

Fig. 71 System view of the shipyar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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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User view of the shipyar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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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시스템 기능 및 서비스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조는  Fig. 73 과  같이  표현할  수  있

다 . 기존  자원으로는  조선소  인트라넷  포털사이트와  이를  위한  웹  서버  

및  생산  정보를  담고  있는  APS, ERP,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데이터가  요구된다 . 이미  모든  생산  관리  시스템은  인트라넷

을  통해  통합  관리되고  있으므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엔터프라이즈  사

용자  서비스  역시  기존  인트라넷으로  배포되는  형태를  보인다 . 이러한  

형태는  기존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한  이질감  없이  접

근할  수  있는  구조이다 . 이때  인트라넷에  배포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는  

크게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생성하는  모델러와  시뮬레

이션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결과  뷰어로  나누어지며 , 각  서비스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웹  페이지  단위로  관리되므로  기존  조선소의  

웹  서버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웹  서버를  구축하는  방식  모두  운용  가능

한  방식이다 .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조는  Fig. 74 의  형태와  같다 . 시뮬레이

션  시스템을  타  시스템과  같은  레이어에  별도로  위치시키고  모델의  재

활용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 직접적인  인터페이스  방

식이나  EAI 를  이용한  고정  결합  통합방식을  이용하고  DB 에  직접  접근

하는  등의  정보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조선소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정보  주도권이  조선소  외부로  넘어가  보안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최신  기술을  통한  기술  보완이  

필요한  구조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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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Structure of the shipyar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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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System architecture using the simulation model (Woo et al., 200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  비

해  보다  유연하고  호환성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 현재  조선소에서  널리  

사용되는  시스템인  ERP, APS,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과의  비교  결과

는  Table 29 와  같으며 , 이를  통해  현재  운용되는  시스템과  같이  상용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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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Comparison analysis table of the shipyar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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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계한  SOA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비즈니스  컴포

넌트는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기능을  갖는  서비스로  구성된다 . 시뮬레이

션  수행  결과  분석 , 시뮬레이션  모델  및  로직  관리 , 시뮬레이션  정보  관

리 ,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뮬레이션  모

델러와  결과  뷰어  쪽  서버와는  웹서비스로  연결된다 . 마지막으로  시뮬레

이션  엔진은  상용의  시뮬레이션  패키지가  설치된  별도의  시뮬레이션  서

버  형태로  구성되거나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서버에  설치되어  하나의  시

스템  컴포넌트로써  역할을  수행한다 .  

별도로  설치된  서버  형태의  시뮬레이션  엔진은  시뮬레이션  수행과  시

뮬레이션  결과  도출을  담당하며  관련한  정보는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서

버와  웹서비스를  통해  연결된다 . 이처럼  레이어  단위로  구축된  서비스들

은  물리적으로는  웹서비스  단위로  구분하여  설계되어  있어 , 레이어  간에

는  유연한  통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 .  

그러나  웹서비스  단위에서  운용  서버의  서비스  간에는  고정  결합  형

태의  구현이  필요하며 , 이는  단위  서비스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기능의  

완결성  확보와  서비스별  내부  보안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조이다 . 이때 ,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  시뮬레이션  모델과  로직이다 . 시뮬레이션  모델은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사용되는  패키지에  따라  그  형태가  상이하다 . 따라

서  단일화  된  형태의  모델  표현과  관리가  필요하며 , 2 장에서  정의한  조

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구조를  통해  이를  구현할  수  있다 . Fig. 75

는  정보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정보를  구현하고  이를  시뮬

레이션  패키지에서  사용할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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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Simulation modeling process using the shipyard sim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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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기준으로  목적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을  설계한다 .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은  제품 , 공정 , 설비  자원 , 공간  

자원의  정보가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하며  일정  정보는  시뮬레이션  

입출력  데이터로  사용된다 . 이후  정보  모델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스키마를  참조하여  조선소의  시스템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를  분석하며 ,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을  위한  XML 스키마를  재정의한다 . 

Fig. 76 은  제품  데이터를  사례로  XML 스키마의  재정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생성된  스키마를  바탕으로  생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XML 형태의  메타  데이터를  생성하여  중립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  모델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 생성된  정보는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  패키지

에서  사용하는  모델  핵심  구성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 본  논문에서  

Dassault Systemes 의  DELMIA QUEST 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모델

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위해  QUEST 의  모델  구성  정보  분석을  수행하였

다 . 주요  기능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4.3 절  서비스  지

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을  통해  설명하

였다 .  

Fig. 77 은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정보  모델의  활용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조선소의  엔지니어가  시스템과  정보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수행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 사용자가  시뮬

레이션  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 사내  시스템

을  통해  데이터를  도출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표현하

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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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Data schema implementation process using the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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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

션 시스템 구현 

4.3.1 웹 기반 모델링 애플리케이션 

앞서  정의한  바와  같이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는  조선소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야  한다 . 본  논문에

서는  Windows 환경에  적합한  RIA(Rich Internet Application) 플랫폼  

중  하나인  Microsoft 의  Silverlight 5 를  기반으로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수행하였다 . 본  애플리케이션에  사

용된  모델링  방법은  조선  생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Petri-Net, IDEF0, UML, SAD(Simulation Activity Diagram), 

ACD(Activity Cycle Diagram)와  같은  모델링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유리한  형태로  재정의한  프로세스  중심의  

모델링  기법이다 (Song, 2013). 이  모델링  방법은  다품종  수주  생산을  하

는  조선소의  특성에  따라  표준화된  공정  정보  중심으로  흐름을  표현하

고  단위  공정에  필요한  자원과  제품을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정의한  개

념이다 .  

Fig. 78 은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  표현을  위해  새롭게  정의한  

도형  표기법을  보이고  있다 . 이는  흐름을  구성하는  사각형의  프로세스  

요소 ,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자재  혹은  반제품을  의미하는  원형의  프로덕

트  요소 ,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 , 작업자 , 공간  자원을  표

현하는  리소스  요소  그리고  프로세스  흐름의  세부  표현을  위한  흐름  요

소로  구성된다 . Fig. 79 는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가져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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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기능을  보이고  있다 .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은  크게  

모델링  도구 , 시뮬레이션  장치 , 결과  분석  도구  그리고  일련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인터페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Son et al. (2003)에  따르면  일반적인  모델링  도구의  모델  라이브러리

는  공장  단위의  모델을  관리하는  공장  컴포넌트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본  

논문에서는  모델  개체와  함수를  포함하기  위한  상위  시스템으로  조선소  

공정과  자원  정보를  관리하였다 . 모델  개체는  공장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개체들의  집합을  의미하며  단위  공장을  표현하기  위한  유무

형의  정보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 . 모델  개체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기준으로  PPR3-S 요소  중  공정 (Process), 설비  자원 (Facility-

resource), 공간  자원 (Space-resource), 작업자  자원 (Labor-resource) 항

목을  표현하는  단위이다 . 또한 , 모델  함수는  공장  컴포넌트에서  발생하

는  사건 (Event)을  의미하며  모델  개체의  공정  집합이나  스크립트  형태

의  로직으로써  표현된다 . 즉 , 모델  함수는  모델  개체들의  속성값을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이다 .  

Fig. 80 은  프로세스  중심의  모델링  표기법과  시뮬레이션  시스템  관점

에서의  위치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이에  따르면  프로세스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모델링  도구를  구성하기  위한  기반  내용으로

써 ,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는  개체와  로직  요소  중  개체  표현을  위한  

모델링  방법으로  의의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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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Diagram notation of the simulation modeling method (Song, 2013) 

 

 

Fig. 79 Basic components of the shipyard simulation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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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0 Process-centric modeling method for the shipyard simulation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상용  시뮬레이션  엔진  사용을  가정하

고  있지만 , 특정  제품을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 따라서  시뮬레이션  엔진  

환경과  관계없이  관리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요구되며 ,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이를  위한  공정 , 제품 , 자원에  대한  정보  구

조를  포함한다 .  

Fig. 81 은  이러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의  공정  범주를  도식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각  공정은  공정  수준 (4 단계 ), 이름 , 상•하위  관계에  대

한  정보를  포함한다 . 단위  공정을  하나의  작업 (Work)로  규정하고  가장  

상위  기준을  작업의  종류 (Work Type)으로  시작하여  작업  분류 (Work 

Classification), 작업  패키지 (Work Package), 작업  순서 (Work Order) 

순으로  정의하였다 . 이는  조선소의  WBS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된  

사양으로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시뮬레이션  패키지  수준의  관

리  가능한  모델로  표현하기  위한  정보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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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Process definition of the shipyard simulation modeling method 

 

Fig. 82 는  단위  공정에  필요한  제품 , 자원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제품과  자원은  공정에  필요한  소요  항목으로서  공정  정보보다  단순한  

구조 (2 단계 )로  되어  있으며 , 이는  한정된  제품과  자원을  공정  수행을  위

한  요구조건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만을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 제품

이나  자원의  특성에  따른  구분과  부등식을  이용한  제약을  이용한  표현  

방법을  정의하였다 . 예를  들면 , 다음과  같은  단위  작업의  표현이  가능하

다 . “’2 단계  수준의  절단  공정 ’의  수행을  위해서는  ‘판재  중  길이가  

1,000 mm 이하 ’인  제품과  ‘가공  장비  중  허용  스팬이  1,000 mm 이상 ’

인  자원이  필요하다 .” 이는  실제  시뮬레이션  모델로  표현하고  싶은  생산  

요소와  세부  제약사항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임을  의미한다 .  

앞서  설명된  프로세스  중심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에  따라  

이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  성격에  맞는  애플

리케이션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 Fig. 83 은  이를  위해  설계된  데이터  모

델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며 , Fig. 84 는  최종  구현된  애플

리케이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 애플리케이션  구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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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Server 2008 R2 Standard 체제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IIS) 7.5 를  이용하여  웹  서버를  구축하

여  정상  작동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http://147.46.234.173:7111/).  

 

 

Fig. 82 Product and resource definition of the simulation mode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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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Data object class of the simulation modeling application (So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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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Web interfaces of the simulation model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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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조선소  생산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

심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시뮬레이션  미들웨어가  갖는  역할이다 . 

이러한  시뮬레이션  미들웨어의  기본  기능은  상용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

법론과  이를  이용한  시스템을  제안한  Woo (2005)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Fig. 85 의  상단  그림은  Woo (2005)가  제안한  미들웨어를  이용

하여  시뮬레이션  엔진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시스템  구조를  나타낸  것이

다 . 이는  시스템  통합을  위한  EAI(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시스템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사용한  구조로서  시뮬레이션  엔진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 그리고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 어댑터와  미들웨어를  포함한다 .  

ODBC 어댑터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도  모두  접근  가

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제한  없이  액세스

할  수  있으며 ,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 

하지만  이러한  개방적인  기능  탓에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밀  정보라  할  

수  있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공개하거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위

한  정보만을  필터링하여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는  중복작업

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특히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는  대부분  

외부의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  수행되며 ,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된  

전사적인  정보가  다양하게  필요하다 . 따라서  조선소  내부  인원이  중심이  

되는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보안  이슈를  

동반한  위와  같은  시스템  구조는  현장  적용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보의  주도권은  그대로  조선소  시스템  쪽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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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둘  수  있는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 기반의  시스템  구조를  적용하였다 . 4.1 절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및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에  언급한  바와  같이  SOA 기반의  시스템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웹서비스 (Web Services, WS) 기

술을  기반으로  유연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원하는  정보만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통합을  지원한다 .  

Fig. 85 의  하단  그림은  기존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SOA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보이고  있다 . 4.2 절   서비스  지향  아

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설계의  SOA 기반  시스템  

레이어  구조에  따라  기능을  분리하였으며 , 단위  기능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 Fig. 85 의  SOA 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조는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컴포넌

트  레이어의  서비스를  WS 를  통해  통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WS 는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를  이용하며 , WS 는  웹  

페이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제공할  웹  서버가  필요하다 . 

이  경우  정보의  공개  범위는  전적으로  WS 에  의해  정의되며 , 외부에서

는  WS 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떠한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 따

라서  공개될  필요가  없는  정보나  기능은  WS 를  운용하는  웹  서버  단위

로  구분하여  구조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

션  미들웨어는  상용의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  서비스 , 시뮬레이션  모델  

및  함수 /로직  라이브러리  서비스 ,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자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 라이브러리  서비스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시뮬레이션  기준  

모델이나  새로  생성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장

치이며 , 시뮬레이션  데이터  관리자  서비스는  시뮬레이션  모델의  생성  및  

수정  혹은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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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 .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어지는  3 항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

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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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Comparison of existing system’s information initiative with those of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54 

Fig. 86 은  시뮬레이션  미들웨어  서버의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  서비스

를  위한  인터페이스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 WS 는  Microsoft

의  웹서비스  구현  플랫폼인  윈도우  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Windows 

Communication Foundation, WCF)을  이용한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서비스로  구현하였다 (Fig. 87). SOAP 는  WS 표준의  

하나로  HTTP 상에서  XML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Pullen et al., 

2005; Ran & Li, 2010). 

WS 를  통해  처리된  정보와  명령  등의  메시지에  따라  시뮬레이션  엔

진  제어  서비스가  수행되며 ,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패키지

는  Dassault Systemes 의  DELMIA QUEST 를  선정하였다 . QUEST 와  

같은  상용의  시뮬레이션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메시지  브로커  

역할의  기능  구현이  별도로  요구된다 (Biswas & Merchawi, 2000). 이에  

QUEST 제어를  위한  사용자  접근을  위한  WS, QUEST 메시지로  전달

을  위한  로컬  인터페이스  장치 , 시뮬레이션  제어  스크립트  생성  장치 ,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  모델의  총  4 가지  기능을  구성하였으며  WS 를  제

외한  모든  기능은  서버  로컬에서  작동하며  별도의  외부  접근은  불가능

한  구조로  되어  있다 .  

외부  통신은  WS 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 WS 이하  서버  수준의  통신  

방법은  QUEST 에서  제공하는  TCP/IP 소켓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사

용하였다 . 상용  시뮬레이션  패키지는  대부분이  클라이언트  환경을  가정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로컬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

으며 , 타  시뮬레이션  패키지를  엔진으로  적용할  때는  해당  패키지가  제

공하는  내부  인터페이스  방법을  이용한  개발이  요구된다 .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  서비스는  시뮬레이션  엔진  역할을  하는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고 , 정보를  수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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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저장하고 , 모델을  읽고 ,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

행한다 (Fig. 89). 개별  역할은  WS 웹  메서드  형태로  기능  단위로서  배

포되며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  시스템은  구동된

다 . 이하  실제  시뮬레이션  엔진  제어를  위한  기능은  서비스  에이전트  메

서드  형태로  구현되며  관련한  데이터를  QUEST 의  시뮬레이션  모델  생

성  및  관리를  위한  언어인  BCL(Batch Control Language), 시뮬레이션  

규칙  정의  및  실행을  위한  SCL(Simulation Control Language)로  변환  

및  생성하고  BCL 및  SCL 의  메시지  통신을  포함한다 .  

 

 

Fig. 86 Simulation engine interface of the middlewar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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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Web Services page of the simulation eng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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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Data flow of the shipyard and simulation system 

 

 

Fig. 89 Web Services web method of the middleware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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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한  기능의  세부  수행  방법은  UML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기

술하였다 (Fig. 90; Fig. 91). 조선소  사용자가  미들웨어  서버에  시뮬레이

션  관련  요청을  하고  이에  관련한  결과를  받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 

Fig. 90 은  사용자와  미들웨어  WS 객체  간의  간단한  호출  및  메시지  흐

름을  보이고  있으며 , Fig. 91 은  보다  상세화된  흐름을  도식화하여  나타

낸  것이다 . 또한 , 이때  사용되는  BCL 메시지들은  Table 30 을  통해  개

체  종류와  작업  특성에  따라  보다  상세히  정리해  보았다 .  

 

 

Fig. 90 Simple sequence diagram of a web method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59 

 

Fig. 91 Detailed sequence diagram of a web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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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Scripts of a simulation package for the simulation engin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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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뮬레이션 데이터 및 모델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서는  잘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모델

과  이를  위한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시

뮬레이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성할  수  있게  지원하며 , 이러한  데이터

는  다시  재활용성  높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 

Fig. 92 는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  모델  구축  과정의  사례를  보이고  있다 . 상이한  구조를  갖는  생산  

데이터를  통일된  정보  모델  구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위

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시뮬레이션  모델의  기본  설계를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이러한  개념은  복잡한  시스템을  갖는  함정  

설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 함정  제품구조는  일반적인  정보들로  구성된  추

상화된  데이터로써  실제  설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  모델이  필요하

다 (Fig. 93). 이를  뼈대모델이라  하며  E-BOM(Engineering Bill Of 

Materials)과  유사한  개념으로  제품  개발  초기에  제품의  기능적  구조를  

정의하고  이후  공정인  설계와  생산을  고려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Oh, 

2008).  

이때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고려할  사항은  적용  대상이  되는  조

선소에  따라  혹은  생산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  정보의  구조가  상이하다

는  점이다 . 조선소의  생산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과  자원 , 시

스템에  따라  정보의  계층  구조나  상세  수준이  차이가  있으며  이를  고려

한  데이터  생성이  필요하다 . 본  논문에서는  계층  구조를  목록형

(Enumeration)으로  갖는  데이터  구조로  적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였다 (Fig. 94). 현실적으로  정보  모델이  모든  케이스의  데이터  구조

를  되어  있을  수는  없으므로  시뮬레이션  데이터  생성  과정에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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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하는  정보를  정의할  수  있는  계층  구조 (Type)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Fig. 95 는  계층  구조 (Type)를  이용하여  상이한  조선소의  제품  

정보  구조를  하나의  통합된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개념을  보이고  있다 .  

  

 

Fig. 92 Simulation model building process using the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63 

 

Fig. 93 Relationship between a naval ship product structure and a skeleton 

model (Oh, 2008) 

 

 

Fig. 94 Relationship between shipyard data and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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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5 Data model design for heterogeneous shipyard databases 

 

Fig. 96 은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모델에  생성된  제품  데이터를  매핑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 정보  모델  기반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XML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매핑  과정이  필요하며 , 이때  사용되는  것이  사용자  정의  속

성 (User Attribute)이다 . 정보  모델의  사용자  정의  속성은  시뮬레이션  

모델  개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추가  정의  속성을  이용하여  정의되며 , 정

보  모델의  메타  데이터가  가진  속성의  이름 , 값 , 설명  데이터를  매핑하



제  4 장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165 

여  구축된다 . 기준  데이터의  항목  및  구성은  부록  I.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스키마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  

기준  데이터  생성  이후의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축  과정은  기존  연구

를  통해  제안된  절차를  따라  수행된다 . Woo (2005)는  다양한  조선소  시

뮬레이션  모델링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절차

를  제안하였다 (Fig. 97). 첫  번째  단계인  시뮬레이션  모델링  사전  준비  

작업은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데이터  생성  및  기본  설계와  

중복되는  작업이므로  이어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단계  이후의  과정이  

적용된다 .  

 

 

Fig. 96 Product data of the shipyard system to a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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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7 Simulation model building procedure diagram (Woo,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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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은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선소의  생

산  정보  목록을  보이고  있다 . 정보  대부분은  ERP 를  통해  확보할  수  있

으며  일부  정보는  시스템  레벨에서  관리되지  않고  별도의  분석  문서로  

관리되기도  한다 . 특히  설비  자원 (Facility-resource)과  공간  자원

(Space-resource)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시뮬레이션  모델  개체의  구성에는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자

원  데이터가  사용되고  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유형의  모델  개

체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표현된다 (Fig. 98).  

공정  정보는  기본적인  흐름  표현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는  시뮬레이션  

로직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며 , 조선소  공정  흐름에  따라  공통으로  활용되

는  로직과  공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한  로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Fig. 99 은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필요한  로직들을  보이고  있

다 . 공정  특성과  관계없이  필요한  로직은  블록별  작업장  결정 , 배치  위

치  결정 , 작업  공기  결정 , 송선  결정  등이  있으며  조선소의  기준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듬은  선표  계획  수준의  데이터를  보다  상세한  중일정  

계획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로직이라  할  수  있다 .  

조선소의  생산  정보를  이용하는  로직은  보다  상세한  설계가  요구되며 , 

실제  블록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모두  고려한  알고리듬  설계를  수행

하여야  한다 . Fig. 100 은  조선소의  단위  작업을  수행하는  기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초기에  조선소의  생산  정보를  입력  받아  대상  블록  개체

와  작업장  개체를  생성하고  블록별로  작업  상태 (대기 , 지연 , 준비완료 , 

작업  중 , 작업완료 )에  따라  능동적인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알고리

듬이다 .  

예를  들어  물리적인  블록이  특정  작업장으로  이동하였더라도  논리적

인  작업  정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대기 , 지연  등 ) 작업을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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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은  호선  정보와  주요  키  이벤트  일정  정도를  

입력  정보로  하여  선표  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이므로  복잡하고  상세한  로직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선표  계획  데이터  

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규칙  수준의  로직을  모델링하여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Table 32 는  기본  규칙  수준의  로직을  활용하여  수행한  선표  계획  시

뮬레이션  수행  결과  사례를  보이고  있다 . 해당  선표  계획의  수정  및  개

선을  위해서는  특정  블록이  어느  시점에  어떤  공정과  작업장에서  작업  

되고  대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통해  부하가  많이  발생하

는  공정이  포함되는  키  이벤트  기간을  조정하거나  투입  호선의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Table 31 Data for shipyard work pla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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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8 Simulation modeling results of the shipyard system 

 

 

Fig. 99 Algorithms for the simulation contro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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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0 Basic algorithm’s flow chart of the simulation control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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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Example of the simul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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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조선소의  시뮬레이션을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 조선소의  시뮬레이

션  사례와  기존  모델  및  체계를  분석하여  제품 (Product), 공정 (Process), 

설비  자원 (Facility-resource), 공간  자원 (Space-resource), 작업자  자원

(Labor-resource), 일정 (Schedule)으로  구성된  정보  중심의  PPR3-S 모

델을  정의하였다 . 이는  기존에  조선소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던  PPR-S 의  

자원  요소가  실제로는  설비  정보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 자원  요소를  조선소에서  실제  관리하여야  하는  단위인  

설비 , 공간 , 작업자로  분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설계를  위해  조선소  생산  관리  시스

템과  생산  기준  체계인  WBS(Work Breakdown Structure)를  분석하여  

조선소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도출하였으며 , 다양한  시뮬레이션  사례를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소요되는  

정보를  분석하여  정보  종류에  따른  특성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 이는  다

양한  환경에서  구축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조

선소의  생산  정보를  기준으로  특성을  분류하고  이에  관련한  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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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  

 

 조선소  시뮬레이션  분류  체계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을  정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정의

할  수  있는  분류  모델  

 

 조선소  시뮬레이션  데이터  모델  

 조선소  생산  정보와  시뮬레이션  정보  특성을  고려한  재사

용  가능한  데이터  모델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조선소  생산  시스템  관점의  6 가지  

정보  구성  요소  PPR3-S 를  기준으로  조선소의  시뮬레이션  모델  및  기술

을  표현하기  위해  특화된  분류  체계로 ,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거나  

시뮬레이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으며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본  프레임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다 .  

본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선박  중심의  생산  환경이  점차  선

박과  해양구조물  복합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자원에  대한  관리  수

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선소의  동향에  맞추어  조선소의  생산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기존의  제품 , 공정 , 자원 , 일정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자원  요소를  특성에  따라  설비 , 공간 , 작업자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를  모델  구성  정보와  모델  입

력 , 출력  정보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특성을  반영하고  

가시화  하고자  하였다 . 즉 , 분류  체계로서의  정보  모델은  시스템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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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보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표현하는  하나의  모델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Fig. 101). 

이와  같은  정보  모델은  실증적  모형으로서  의의를  갖고자  XML 을  이

용하여  물리  데이터  모델로  구현하였다 . 조선소의  정보  체계로서  기능하

고  있는  WBS 를  참조하여  시뮬레이션  표현을  위한  정보를  도출하고  이

를  관리할  수  있는  XML 스키마를  설계하였다 . 조선소의  생산  정보와  

시뮬레이션  정보를  분리된  구조로  표현함으로써  정보의  보완  및  재설계

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 PPR3-S 정보  구성  요소에  따라  그룹을  설정하여  

소요되는  정보만  개별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 공개된  표준인  XML 을  이용한  모델  구현을  통해  다양한  용도

로  재사용하거나  테일러링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 이러한  정보  모델의  XML 스키마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모델  교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

소  정의 ,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  등을  지원하는  규범적인

(Prescriptive) 구조의  기준  아키텍처  역할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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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1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as a break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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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선표  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가상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가정하여  구축한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응용  사례로 , 현재  조선소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설계  및  제안하였다 .  

조선소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은  주로  현재의  기술  및  생산  환경을  

모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된다 . 즉 , 시

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시스템은  이미  조선소  내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구성된  

항목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큰  틀

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 기존에  연구된  시뮬레이션  시스템들은  구현  당시

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실제  운영  단계

에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

로세스  관점에서  이를  응용하여  추가적인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였다 . 서비스

는  IT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단위로서 , 명확한  기능적인  의미의  실체를  갖는  컴포넌트로  비즈니스  프

로세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는  이러한  서비스  개념을  기반으로  조선소와  같

은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용  아키텍처로  공개되고  표준화된  인

터페이스를  활용하여  현재  설치된  시스템과의  유연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이다 . 본  논문의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

스템은  2006 년  IBM 과  Microsoft 에서  제안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의  

참조  아키텍처 (Reference Architecture)를  수정한  구조를  적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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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공급자로서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와  시스템  컴포넌트  레이어

를 , 서비스  사용자로서  엔터프라이즈  사용자  레이어와  비즈니스  프로세

스  레이어로  총  4 가지  레이어를  구성하였다 . 또한  각  레이어별로  대표  

기능을  도출하여  검증된  상용의  시뮬레이션  엔진과  이를  처리할  수  있

는  미들웨어 , 조선소  인트라넷  배포를  위한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중립적인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선

표  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과  유연한  SOA 기반  시

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  

 

 

Fig. 102 System layer of the service-oriented architecture-based shipyard 

simulation system 

 

SOA 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XML, 웹서비스  기술은  이미  IT 분야에

서  검증  받은  기술로서 ,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시뮬레이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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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  갖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따른  종속적인  모델의  호환성  문제

와  시스템  운용  단계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는  유연하지  못한  구조

를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앞서  설계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에  기반을  둔  유연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이처럼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은  조선소와  시뮬레이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정보  기준의  참조  체계로서 , 경험에  의존해서  진행하였던  

기존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절차를  정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 또한 , 향후  다양한  시뮬레이션  사례들이  추가로  연구되어  정보가  

축적된다면  정보  모델을  기반으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을  위한  정보  

규격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이용한  조선소에  특화된  범용  시뮬레이션  

도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정보  모

델의  효과는  부록  II. 디지털  정보  모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기반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통합  단계에서  다

양한  호환성  문제로  실제  사용되지  못하던  시뮬레이션  연구  사례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소  IT 시스템  실정에  맞는  기능과  구조를  

적용한  사례로써 , 본  논문에서는  비록  선표  계획  하나만을  대상으로  설

계  및  구현되었지만  이는  유연한  구조를  갖는  시스템이므로  다른  비즈

니스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적용  가능한  기준  시스템으로  활

용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 하지만  실제  조선소  IT 시스템으로의  적용  

과정에서  APS 시스템  등과의  기능  중복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잘  정제되어  있거

나  새롭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을  수행하여  한다는  문제점이  예상된

다 . 그러나  본  논문의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과  서비스  지향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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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  시스템은  모두  확장과  통합에  유연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충분히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조선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응용  

연구들의  규범적  모델  및  참조  사례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180 

 

참고문헌 
 

6. 참고문헌

 
[1] Alfeld, L.E., Pilliod, C.S., & Wilkins, J.R. (1998). The virtual 

shipyard: a simulation model of the shipbuilding process. 
Journal of Ship production, 14(1), 33-40 

[2] Andritsos, F., & Perez-Prat, J. (2000). The automation and 
integration of production processes in shipbuilding.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 Institut for Systems, 
Informatics and Safety 

[3] Balakrishna, A., Babu, R.S., Rao, D.N., Raju, D.R., & Kolli, S. 
(2006). Integration of CAD/CAM/CAE in product development 
system using STEP/XML. Concurrent Engineering, 14(2), 121-
128 

[4] Biswas, S., & Merchawi, S. (2000). Use of discrete event 
simulation to validate an agent based scheduling engine.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0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5] Caprace, J.D., Da Silva, T., Rigo, P., & Martins Pires, C. 
(2011a). Discrete event production simulation and optimisation 
of ship block erection proces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1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ppl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Maritime Industries 

[6] Caprace, J.D., Moreira Freire, R., Assiss, L.F., Martins Pires, 
C., & Rigo, P. (2011b). Discrete event production simulation in 
shipyard workshops. Proceeding of the 2011 Pan American 
Conference of Naval Engineering, Maritime Transportation & 
Ports Engineering 

[7] Cha, J.H., Park, K.P., & Lee, K.Y. (2012). Development of a 
simulation framework and applications to new production 
processes in shipyards. Computer-Aided Design, 44(3), 241-252 

[8] Cha, J.H., & Roh, M.I. (2010). Combined discrete event and 
discrete time simulation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to the 
block erection process in shipbuilding. Advances in 
Engineering Software, 41(4), 656-665 

[9] Cha, J.H., Roh, M.I., Bang, K.W., & Lee, K.Y. (2008). 



  참고문헌  

 

 181 

Combined discrete event and discrete time simulation 
framework for the improvement of shipbuilding process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17(4), 
71-80. (In Korean) 

[10] Cha, J.H., Roh, M.I., & Lee, K.Y. (2010). Integrated 
simulation framework for the process planning of ships and 
offshore structures. Robotics and Computer-Integrated 
Manufacturing, 26(5), 430-453 

[11] Chaplin, L., Hansen, T., Webb, M., Bradley, D., Lovdahl, R., 
& Orr, J. (1986). Product work classification and coding 
National Shipbuilding Research Program (Vol. 255) 

[12] Cho, K.K., Chung, K.H., Park, C., Park, J.C., & Kim, H.S. 
(2001). A spatial scheduling system for block painting process 
in shipbuilding. CIRP Annals-Manufacturing Technology, 
50(1), 339-342 

[13] Cho, K.K., Oh, J.S., Ryu, K.R., & Choi, H.R. (1998). An 
integrated process planning and scheduling system for block 
assembly in shipbuilding. CIRP Annals-Manufacturing 
Technology, 47(1), 419-422 

[14] Choi, S.S., Yoon, T.H., & Noh, S.D. (2010). XML-based neutral 
file and PLM integrator for PP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heterogeneous PLM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23(3), 216-228 

[15] Dassisti, M., Panetto, H., & Tursi, A. (2006). Product-driven 
enterprise interoperability for manufacturing systems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Business Process 
Management Workshops 

[16] DELMIA. (2003). DELMIA PPR hub. from http://www.3ds.com 
[17] Dian-hui, C., Xiao-guang, Y., Lan-shun, N., & Yong-Dong, X. 

(2010). Multi-layer production plan model and system for 
shipbuilding enterprise.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Application 
and System Modeling 

[18] Dirk, K., Karl, B., & Dirk, S. (2006). Enterprise SOA: 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best practices: Prentice Hall 

[19] El-Gayar, O., & Tandekar, K. (2007). An XML-based schema 
definition for model sharing and reuse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Decision support systems, 43(3), 791-808 

[20] Ennis, K.J., Dougherty, J.J., Lamb, T., Greenwell, C.R., & 
Zimmermann, R. (1998). Product-oriented design and 
construction cost model. Journal of Ship production, 14, 41-58 

[21] Erl, T. (2008). SOA: principles of service design (Vol. 1): 
Prentice Hall 

[22] Farrell, J., & Nezlek, G.S. (2007). Rich internet applications 



참고문헌  

 

 182 

the next stage of application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terfaces 

[23] Fast, K.R. (2000). Development of a shipbuilding simulation 
process modeling database National Shipbuilding Research 
Program: DTIC Document 

[24] Feltes, M. PLM services - a standard to implement 
collaborative engineering. from http://www.prostep.org/ 

[25] Finke, D.A., Ligetti, C.B., Traband, M.T., & Roy, A. (2007). 
Shipyard space allocation and scheduling. Journal of Ship 
production, 23(4), 197-201 

[26] Fraternali, P., Rossi, G., & Sánchez-Figueroa, F. (2010). Rich 
internet applications. Internet Computing, IEEE, 14(3), 9-12 

[27] Gordon, S., Tyler, C., Crower, T., Burrows, N., Condon, A., 
Key, J., Tapping, C., English, P., Vidalis, M., Middleton, P., & 
Lepper, D. (2013). World shipyard monitor (Vol. 20): Clarkson 
Research Services 

[28] Greenwood, A.G., Vanguri, S., Eksioglu, B., Jain, P., Hill, 
T.W., Miller, J.W., & Walden, C.T. (2005). Simulation 
optimization decision support system for ship panel shop 
ope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5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29] Hameri, A.P., & Nitter, P. (2002). Engineering data 
management through different breakdown structures in a 
large-scale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20(5), 375-384 

[30] Han, S.D., Lee, K.K., Woo, J.H., Kim, S.H., Kim, J.H., & Shin, 
J.G. (2004). Production process modeling and simulation in 
subassembly lines at a shipyard.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Reality and Telexistence 

[31] Harward, G., & Harrell, C. (2006). Assessment of the NIST 
shop data model as a neutral file format.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6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32] Heller, M., & Allgaier, M. (2010). Model-based service 
integration for extensible enterprise systems with adaptation 
patter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Business 

[33] Hwang, H.J. (2012). Integrated framework techonologies for 
ship production simu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 of Korea 
Conference. (In Korean) 

[34] Hwang, H.J., & Gong, I.Y. (2011). An integrated framework 
for a ship production simulations. Bulletin of the Society of 



  참고문헌  

 

 183 

Naval Architects of Korea, 48(4), 4-9. (In Korean) 
[35] Jee, E.H. (2006). SOA, change the world Policy report: Korea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In Korean) 
[36] Jeon, B.S. (2008). SOA, what & how: WOWbooks. (In Korean) 
[37] Jeong, W.C., & Song, I.W. (2013). 2013 Korea research on 

shipbuilding industry: Mirae Asset Securities. (In Korean) 
[38] Kang, H.S. (2007). Study on the automated generation of 

simulation model based on PPR information. (Thesis of M.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39] Karnouskos, S.s., Baecker, O., De Souza, L.M., & Spiess, P. 
(2007). Integration of SOA-ready networked embedded devices 
in enterprise systems via a cross-layered web service 
infrastructure.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7 
IEEE Conference on Emerging Technologies and Factory 
Automation 

[40] KICT. (1998). Research of Integration with ISO/STEP and 
CIC: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In Korean) 

[41] Kim, G.Y., Lee, J.Y., Kang, H.S., & Noh, S.D. (2010). Digital 
factory wizard: an integrated system for concurrent digital 
engineering in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23(11), 1028-
1045 

[42] Kim, H., Lee, J.G., Lee, S.S., & Park, J.H. (2003). A 
simulation-based shipbuilding system for evaluation of 
validity in design and manufacturing.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43] Kim, H., Lee, J.K., Park, J.H., Park, B.J., & Jang, D.S. (2002). 
Applying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to ship production 
and the maritime environment.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13(5), 295-305 

[44] Kim, H., Lee, S.S., Park, J.H., & Lee, J.G. (2005). A model for 
a simulation-based shipbuilding system in a shipyard 
manufacturing pro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18(6), 427-441 

[45] Kim, J.D., Lee, D.W., Cho, I.N., Oh, J.C., Kim, E., J., Lee, 
N.K., Lee, H.J., Song, J.H., & Park, J.H. (2011). 100 Best 
practices of the industrial convergenc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n Korean) 

[46] Kim, J.H., Lee, J.Y., Lim, S.M., & Noh, S.D. (2009). Data 
exchange between CAD/PDM systems and collaboration portal 
syste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In Korean) 



참고문헌  

 

 184 

[47] Koenig, P.C., MacDonald, P., Lamb, T., & Dougherty, J. (1997, 
April 21-23). Towards a generic product-oriented work 
breakdown structure for shipbuilding. Paper presented at the 
1997 NSRP Symposium, New Orleans, USA 

[48] Krause, M., Roland, F., Steinhauer, D., & Heinemann, M. 
(2004). Discrete event simulation: an efficient tool to assist 
shipyard investment and production planning. Journal of Ship 
production, 20(3), 176-182 

[49] Kwon, O.H. (2005). Development of auto-arrangement 
algorithm which considers a process schedule of assembly 
blocks. (Thesis of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50] Lamb, T., Chung, H., Spicknall, M., Shin, J.G., Woo, J.H., & 
Koenig, P. (2006). Simulation-based performance improvement 
for shipbuilding processes. Journal of Ship production, 22(2), 
49-65 

[51] Lau, H. (1998). The new role of intranet/internet technology 
for manufacturing. Engineering with Computers, 14(2), 150-
155 

[52] Lawton, G. (2008). New ways to build rich internet 
applications. Computer, 41(8), 10-12 

[53] Lee, C., Leem, C.S., & Hwang, I.H. (2011a). PDM and ERP 
integration methodology using digital manufacturing to 
support global manufactur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53(1-4), 399-409 

[54] Lee, J., Siau, K., & Hong, S. (2003a). Enterprise Integration 
with ERP and EAI. Communications of the ACM, 46(2), 54-60 

[55] Lee, J.H., Kim, S.H., & Lee, K. (2012a). Integration of 
evolutional BOMs for design of ship outfitting equipment. 
Computer-Aided Design, 44(3), 253-273 

[56] Lee, J.K., Lee, K.J., Hong, J.S., Kim, W., Kim, E.Y., Choi, 
S.Y., Kim, H.D., Yang, O.R., & Choi, H.R. (1995). DAS: 
Intelligent scheduling systems for shipbuilding. AI Magazine, 
16(4), 78 

[57] Lee, J.K., Lee, K.J., Park, H.K., Hong, J.S., & Lee, J.S. (1997). 
Developing scheduling systems for Daewoo Shipbuilding: DAS 
project.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97(2), 380-
395 

[58] Lee, J.M. (2007a). Integrated process and measurement 
framework for planning production of large shipyards. (Thesis 
of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59] Lee, J.Y. (2007b). Study on the integration of product 
information based on feature ontology between heterogeneous 



  참고문헌  

 

 185 

PDM systems (Thesis of M.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60] Lee, J.Y., Kang, H.S., Kim, G.Y., & Noh, S.D. (2012b). 
Concurrent material flow analysis by P3R-driven modeling 
and simulation in PLM. Computers in Industry 

[61] Lee, J.Y., Kang, H.S., Noh, S.D., Woo, J.H., & Lee, P. (2011b). 
NESIS: a neutral schema for a web-based simulation model 
exchange service across heterogeneous simulation softwa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24(10), 948-969 

[62] Lee, K.K. (2008). Simulation-based ship production execution 
system for a panel block shop. (Thesis of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63] Lee, K.K., Shin, J.G., & Ryu, C. (2009). Development of 
simulation-based production execution system in a shipyard: a 
case study for a panel block assembly shop. Production 
Planning and Control, 20(8), 750-768 

[64] Lee, Y.T., & Luo, Y. (2005). Data exchange for machine shop 
si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5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65] Lee, Y.T., & McLean, C. (2006). A neutral data interface 
specification for simulating machine shop operations. 
Production Planning & Control, 17(2), 143-154 

[66] Lee, Y.T., McLean, C., & Luo, Y. (2006). Information modeling 
and model implement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6 International Simulation Conference 

[67] Lee, Y.T., McLean, C., & Shao, G. (2003b). Neutral 
information structure for manufacturing simulations: a 
neutral information model for simulating machine shop 
ope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3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68] Lu, R.F., Qiao, G., & McLean, C. (2003). NIST XML 
simulation interface specification at Boeing: a case study.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3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69] Luo, Y., & Lee, Y.T. (2003). A database application for 
manufacturing simulation system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pplied Modeling and Simulation, Marina Del 
Rey, CA 

[70] Luo, Y., & Lee, Y.T. (2005). Application of machine shop data 
model in manufacturing simulation.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참고문헌  

 

 186 

Simulation and Visualization Methods Modeling, Las Vegas, 
NV 

[71] McLean, C., Jones, A., Lee, T., & Riddick, F. (2002). An 
architecture for a generic data-driven machine shop simulator.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2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72] McLean, C., & Shao, G. (2001). Simulation in shipyards: 
simulation of shipbuilding ope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1 Winter Simulatio Conference 

[73] Meland, K., & Spaulding, R. (2003). Workload and labor 
resource planning in a large shipyard. Journal of Ship 
production, 19(1), 38-43 

[74] Miroyannis, A. (2006). Estimation of ship construction cost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75] Moen, R., & Norman, C. (2006). Evolution of the PDCA cycle. 
from http://pkpinc.com/ 

[76] Noh, S.D., Shin, J.G., Jee, H., & Yim, H. (2006). CAD, Digital 
virtual manufacturing and PLM: Sigmapress. (In Korean) 

[77] Oh, D.K. (2008). A naval ship product model and its 
management system supporting simulation-based acquisition 
for naval ships. (Thesis of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78] Oh, D.K., Jeong, Y.H., Kim, Y.G., Shin, J.G., Yeo, Y.H., & Ryu, 
C. (2008). Development of product model management system 
for naval shipbuilding. Journal of Ship production, 24(2), 82-
91 

[79] Okayama, Y., & Chirillo, L.D. (1980). Product work 
breakdown structure National Shipbuilding Research Program 
(Vol. 117) 

[80] Okayama, Y., & Chirillo, L.D. (1983). Integrated Hull 
Construction, Outfitting and Painting National Shipbuilding 
Research Program (Vol. 169) 

[81] Park, C., Chung, K.H., Park, J.C., Cho, K.K., Baek, T.H., & 
Son, E.I. (2002). A spatial scheduling application at the block 
paint shop in shipbuilding: the HYPOS project. Production 
Planning & Control, 13(4), 342-354 

[82] Pullen, J.M., Brunton, R., Brutzman, D., Drake, D., Hieb, M., 
Morse, K.L., & Tolk, A. (2005). Using Web services to 
integrate heterogeneous simulations in a grid environment. 
Future Generation Computer Systems, 21(1), 97-106 

[83] Ran, C.S., & Li, N. (2010).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cation model based on Silverlight and WCF in EAM 
system.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Financial 



  참고문헌  

 

 187 

Engineering 
[84] Shin, J.G., Lee, K.K., Woo, J.H., Kim, W.D., Lee, J.H., Kim, 

S.H., Park, J.Y., & Yim, H. (2004). A modeling and simulation 
of production process in subassembly lines at a shipyard. 
Journal of Ship production, 20(2), 79-83 

[85] Shin, J.G., Song, Y.J., Lee, D.K., & Woo, J.H. (2009). A 
concept and framework for a shipyard layout design based on 
simulation. Journal of Ship production, 25(3), 126-135 

[86] Sly, D., & Moorthy, S. (2001). Simulation data exchange (SDX) 
implementation and use.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1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87] Son, Y.J., Jones, A.T., & Wysk, R.A. (2003). Component based 
simulation modeling from neutral component libraries. 
Computers & Industrial Engineering, 45(1), 141-165 

[88] Song, J.K. (2013). Process modeling methodology for shipyard 
production simulation. (Thesis of M.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89] Song, J.K., Lee, D.K., Back, M.G., & Shin, J.G. (2011). 
Verification of a shipyard layout optimization using neutral 
simulation model data.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Conference. (In 
Korean) 

[90] Song, Y.J. (2009). System functions and algorithms for the 
development of a shipbuilding management platform. (Thesis 
of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91] Song, Y.J., Lee, D.K., Choe, S.W., Woo, J.H., & Shin, J.G. 
(2009a). A simulation-based capacity analysis of a block-
assembly process in ship production planning.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6(1), 78-86. (In Korean) 

[92] Song, Y.J., Lee, D.K., Woo, J.H., & Shin, J.G. (2008). A 
shipyard layout design system by simulation.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5(4), 441-454. (In 
Korean) 

[93] Song, Y.J., Shin, J.G., & Woo, J.H. (2009b). Research on a 
simulation-based ship production support system for middle-
sized shipbuilding companies.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1(2), 70-77 

[94] Storch, R.L. (1999). Improving flow to achieve lean 
manufacturing in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 
Control, 10(2), 127-137 

[95] Tsai, W.T. (2005). Service-oriented system engineering: a new 
paradigm. Paper presented at the Proceedings of the 2005 
IEEE International WorkshopService-Oriented System 



참고문헌  

 

 188 

Engineering 
[96] Woo, J.H. (2005). Modeling and simulation of indoor shop 

system of shipbuilding by integration of the product, process, 
resource and schedule information. (Thesis of Ph.D.),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97] Woo, J.H., Oh, D.K., Lee, C.J., Choi, Y.R., & Shin, J.G. (2006). 
Simulation modeling methodology and simulation system 
architecture for shipbuilding processes. Transactions of the 
Society of CAD/CAM Engineers, 11(1), 11-19. (In Korean) 

[98] Yoon, T.H. (2006). Study on the PLM integrator for 
management of PPR information based on commercial PDM 
systems. (Thesis of M.S), Sung Kyun 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In Korean) 

[99] Zeigler, B.P., Praehofer, H., & Kim, T.G. (2000). Theory of 
modeling and simulation: integrating discrete event and 
continuous complex dynamic systems: Academic press 

 
 

 



 

 189 

 

부록 I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스키마 
부록 I. 조선소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 스키마

 
Elements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  
ShipyardProduct  
ShipyardProcess  
ShipyardFacility  
ShipyardSpace  
ShipyardLabor  
ShipyardSchedule  

 
Table 33 Top level model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ProductView ProcessView ResourceView ScheduleView SimulationView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 

  <xs:comple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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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ll> 

      <xs:element name="ProductView"> 

      </xs:element> 

      <xs:element name="ProcessView"> 

      </xs:element> 

      <xs:element name="ResourceView"> 

      </xs:element> 

      <xs:element name="ScheduleView"> 

      </xs:element> 

      <xs:element name="SimulationView"> 

      </xs:element> 

    </xs:all>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34 Product view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ductView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Product 

source <xs:element name="ProductView">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Produc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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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Produc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ductView/Produc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Display UserAttribute ShipyardProduct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Name xs:string required   

PartType xs:string required   

Quantity xs:int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Produc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element>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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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ref="ShipyardProduct"/>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Part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Quantity" type="xs:int"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36 Product display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ductView/Product/Display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1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FileName xs:string required   

FileType xs:string required   

FileSize xs:double required   

FilePath xs:string required   

Dimens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Fil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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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FileSize" type="xs:doubl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Path"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imens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37 Product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ductView/Product/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string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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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Process view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Process 

source <xs:element name="ProcessView">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Process"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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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Process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Requirement UserAttribute ShipyardProcess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Name xs:string required   

WorkLevel xs:string required   

WorkType xs:string required   

PreProcess xs:string required   

NextProcess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Process"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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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Requirement"> 

      </xs:element>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ref="ShipyardProcess"/>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WorkLevel"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Work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PreProces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extProces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0 Process requireme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Requirement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Product Resource 

source <xs:element name="Requirement">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Produc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name="Resour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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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element> 

 
Table 41 Process’s product requireme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Requirement/Produc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UserAttribute  

attributes Name   Type   Use   

ID     

PartType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Produc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ll> 

      <xs:element name="UserAttribute"> 

      </xs:element> 

    </xs:all> 

    <xs:attribute name="ID"/> 

    <xs:attribute name="Part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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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rocess’s product required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Requirement/Product/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string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Constraint"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3 Process’s resource requireme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Requirement/Resourc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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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UserAttribute  

attributes Name   Type   Use   

ID     

Type xs:string required   

Quantity xs:int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Resource"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ll> 

      <xs:element name="UserAttribute"> 

      </xs:element> 

    </xs:all> 

    <xs:attribute name="ID"/> 

    <xs:attribute nam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Quantity" type="xs:int"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4 Process’s resource required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Requirement/Resource/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string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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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Constraint"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5 Process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string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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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Resource view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Facility Space Labor 

source <xs:element name="ResourceView">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Facility"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name="Spac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name="Labor"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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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Facility-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Facility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Display UserAttribute ShipyardFacility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Name xs:string required  

InitialPartSock xs:int required  

FailureStatus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Facility"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element>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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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ref="ShipyardFacility"/>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InitialPartSock" type="xs:int"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ailureStatu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8 Facility-resource display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Facility/Display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1 

content complex 
 

children WayPoint 

attributes Name   Type   Use   

FileName xs:string required   

FileType xs:string required   

FileSize xs:double required   

FilePath xs:string required   

Dimension xs:string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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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Fil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Size" type="xs:doubl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Path"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imens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49 Facility-resource way poi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Facility/Display/WayPoin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Type xs:string required      

Coordinate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Coordinate" type="xs:string"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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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0 Facility-resource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Facility/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Name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Nam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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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Space-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Spac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Display UserAttribute ShipyardSpace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Name xs:string required     

InitialPartSock xs:int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Space"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element>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ref="ShipyardSpac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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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InitialPartSock" type="xs:int"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2 Space-resource display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Space/Display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1 

content complex 
 

children WayPoint 

attributes Name   Type   Use      

FileName xs:string required      

FileType xs:string required      

FileSize xs:double required      

FilePath xs:string required      

Dimens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complexTyp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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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Fil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Size" type="xs:doubl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Path"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imens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3 Space-resource way poi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Space/Display/WayPoin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Type xs:string required      

Coordinate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Coordinate"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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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Space-resource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Space/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Name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Nam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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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Labor-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Labor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Display UserAttribute ShipyardLabor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Name xs:string required      

Desc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Labor"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element>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ref="ShipyardLabor"/>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c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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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6 Labor display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Labor/Display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1 

content complex 
 

children WayPoint 

attributes Name   Type   Use      

FileName xs:string required      

FileType xs:string required      

FileSize xs:double required      

FilePath xs:string required      

Dimens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Display" minOccurs="0">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Fil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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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Fil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Size" type="xs:doubl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FilePath"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imens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7 Labor-resource way poin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Labor/Display/WayPoin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Type xs:string required      

Coordinate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WayPoin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Coordinate"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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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Labor-resource user attribut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Labor/UserAttribut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0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Name xs:string required      

Value xs:string required      

Desription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serAttribute" minOccurs="0"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Valu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Desription"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59 Schedule view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cheduleView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Schedule 

source <xs:element name="Schedu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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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Schedule"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0 Schedul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cheduleView/Schedule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ShipyardSchedule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Type xs:string required      

StartDate xs:dateTime required      

EndDate xs:dateTime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Schedule"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ref="ShipyardSchedule"/>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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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Start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End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1 Simulation view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SimulationResult Configuration 

source <xs:element name="SimulationView">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SimulationResul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element name="Configuration">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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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Simulation resul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SimulationResul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children UnitResult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StartDate xs:dateTime required      

EndDate xs:dateTime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SimulationResul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UnitResult"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Start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End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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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Simulation unit resul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SimulationResult/UnitResult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ID xs:string required     

SimulationDate xs:dateTime required     

ResultFileName xs:string required     

ResultFileType xs:string required     

ResultFileSize xs:string required     

ResultFilePath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nitResult"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Simulation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attribute name="ResultFileNa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ResultFil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ResultFileSiz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ResultFilePath"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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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Configuration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Header Simulation 

source <xs:element name="Configuration">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Header"> 

      </xs:element> 

      <xs:element name="Simulation">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5 Configuration header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Header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Unit  

attributes Name   Type   Use      

Date xs:dateTime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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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Unit"> 

      </xs:element> 

    </xs:sequence> 

    <xs:attribute name="Date" type="xs:dateTime"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6 Configuration uni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Header/Unit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ModelTime xs:string required      

ResultTime xs:string optional      

Angular xs:string required      

Linear xs:string required      
 

source <xs:element name="Unit">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ModelTi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ResultTime" type="xs:string" use="optional"/> 

    <xs:attribute name="Angula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ttribute name="Linear" type="xs:string" use="required"/>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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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Simulation configuration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Simul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children WorkCalendar Run 

source <xs:element name="Simulation">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WorkCalendar"> 

      </xs:element> 

      <xs:element name="Run">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8 Configuration work calendar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Simulation/WorkCalendar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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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DaysperYear xs:string optional     

DaysperWeek xs:string optional     

DaysperMonth xs:string optional     

WorkHoursperDay xs:string optional     

ShiftsperDay xs:int optional     

HoursperShift xs:double optional     
 

source <xs:element name="WorkCalendar">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DaysperYear" type="xs:string" use="optional"/> 

    <xs:attribute name="DaysperWeek" type="xs:string" use="optional"/> 

    <xs:attribute name="DaysperMonth" type="xs:string" use="optional"/> 

    <xs:attribute name="WorkHoursperDay" type="xs:string" use="optional"/> 

    <xs:attribute name="ShiftsperDay" type="xs:int" use="optional"/> 

    <xs:attribute name="HoursperShift" type="xs:double" use="optional"/>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69 Simulation run configuration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imulationView/Configuration/Simulation/Run 

diagram 

 

properties isRef 0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RunTime xs:double required     

SimulationStep xs:double optional     
 

source <xs:element name="Run">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RunTime" type="xs:double"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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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SimulationStep" type="xs:double" use="optional"/>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70 Shipyard product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Product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ProductInformation 

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ductView/Product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Product">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Product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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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Product information of a schema 

element ShipyardProduct/Product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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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ShipTyp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대상 호선의 선형 WBS 코드 

ShipKind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대상 호선의 선종 WBS 코드 

Hull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대상 호선의 WBS 코드 번호 

PE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선행 탑재 블록의 WBS 코드 번호 

Block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WBS 코드 번호 

ParentBlock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상위 조립 블록 

WBS 코드 번호 

Member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자재의 WBS 코드 번호 

BlockSizeL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길이 방향 크기 

BlockSizeB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폭 방향 크기 

BlockSizeH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높이 방향 크기 

BlockWeight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중량 

PEWeight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소속된 선행 탑재 블록의 중량 

Structur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이 속하는 대/중구획 

Zon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이 속하는 소구획 및 

특징 

Zone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이 소속된 선박 

소구획의 WBS 코드 

BlockPaintingArea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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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블록의 도장 면적 

BlockWeldingLength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용접 길이 
 

source <xs:element name="Product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Ship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대상 호선의 선형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hipKin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대상 호선의 선종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Hull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대상 호선의 WBS 코드 번호</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E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선행 탑재 블록의 WBS 코드 번호</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WBS 코드 번호</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arentBlock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상위 조립 블록 WBS 코드 번호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Member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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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documentation>자재의 WBS 코드 번호</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SizeL"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길이 방향 크기</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SizeB"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폭 방향 크기</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SizeH"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높이 방향 크기</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Weight"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중량</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EWeight"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소속된 선행 탑재 블록의 중량</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tructur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이 속하는 대/중구획</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Zon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이 속하는 소구획 및 특징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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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name="Zone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이 소속된 선박 소구획의 WBS 코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PaintingArea"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도장 면적</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lockWeldingLength"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용접 길이</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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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Shipyard process of a schema 

element ShipyardProcess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ProcessInformation 

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ProcessView/Process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Process">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Process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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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3 Process information of a schema 

element ShipyardProcess/Process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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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BlockTyp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조립 타입 

SubAssyQuant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하위 조립품 요구 수량 

Drawing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별 요구 도면의 

WBS 코드 번호 

Equipment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별 요구 장비의 

WBS 코드 번호 

WorkShop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 특성에 따른 작업 장소 

OutboundBas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이 다음 송선으로 이동시 

반출되는 베이스 

WorkStag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현재 작업 장소 

Pre-workStag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이전 작업 장소 

After-workStag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다음 작업 장소 

Flag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공사종류 WBS 코드 

MainProcess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주공정 WBS 코드 

Task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호선 블록의 작업단위 WBS 코드 

WorkMH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별 표준 시수 

WorkDepartment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을 수행할 부서/직반의 WBS 

코드 

WorkVolum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을 수행할 부서/직반의 WBS 

코드 
 

source <xs:element name="Process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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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Block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조립 타입</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ubAssyQuant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하위 조립품 요구 수량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Drawing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별 요구 도면의 WBS 코드 번호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Equipment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별 요구 장비의 WBS 코드 번호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hop"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 특성에 따른 작업 장소</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OutboundBas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이 다음 송선으로 이동시 반출되는 베이스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g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현재 작업 장소</xs:documentation> 

      </xs: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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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re-workStag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이전 작업 장소</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After-workStag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다음 작업 장소</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lag"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공사종류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MainProces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주공정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Task"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호선 블록의 작업단위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MH"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별 표준 시수</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Department"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을 수행할 부서/직반의 WBS 코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Volum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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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documentation>작업을 수행할 부서/직반의 WBS 코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74 Shipyard facility-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Facility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FacilityInformation 

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Facility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Facility">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Facility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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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5 Facility-resource information of a schema 

element ShipyardFacility/Facility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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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Facility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WBS코드 

FacilityPrior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투입 우선순위 

FacilityStatus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고장 상태 

FacilityCapac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물량처리능력 

FacilityVeloc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속도 

FacilityTyp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종류 

FacilitySiz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크기 

Pallet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WBS 코드 

PalletTyp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종류 

PalletStatus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고장 상태 
 

source <xs:element name="Facility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Facility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WBS코드 

</xs: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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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Prior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투입 

우선순위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Statu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고장 상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Capac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물량처리능력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Veloc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속도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종류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FacilitySiz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블록, 자재의 작업 및 이송을 위한 장비의 크기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allet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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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WBS 코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allet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종류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PalletStatus"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자재 적치/이송을 위한 팔레트의 고장 상태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76 Shipyard space-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pace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SpaceInformation 

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Space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Space">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Space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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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77 Space-resource information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pace/Space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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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complex 
 

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Shop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공장의 WBS코드 

ShopArea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공장별 면적 

ShopCapac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공장별 물량처리능력 

ShopSiz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공장의 크기 

WorkStage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의 WBS코드 

WorkStageTyp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의 종류

WorkStageArea xs:double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별 면적

WorkStageCapacit

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별 물량처리능력 

WorkCell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별 구획 지번의 WBS코드 

WorkCellSize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장별 구획 지번의 크기 
 

source <xs:element name="Space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Shop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공장의 WBS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hopArea"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공장별 면적</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hopCapac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공장별 물량처리능력</xs:documentation> 

      </xs:annotation> 



부록  

 

 240 

    </xs:attribute> 

    <xs:attribute name="ShopSiz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공장의 크기</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ge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의 WBS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geTyp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의 종류</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geArea" type="xs:doubl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별 면적</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geCapac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별 물량처리능력</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Cell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별 구획 지번의 WBS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CellSize"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장별 구획 지번의 크기</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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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8 Shipyard labor-resourc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Labor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LaborInformation 

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ResourceView/Labor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Labor">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Labor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79 Labor-resource information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Labor/Labor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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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LaborID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자의 사원번호 

Mastery xs:int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자의 숙련도

LaborCapacity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작업자의 시수 처리 능력 
 

source <xs:element name="Labor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LaborID"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자의 사원번호</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Mastery" type="xs:int"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자의 숙련도</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LaborCapacity"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작업자의 시수 처리 능력</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80 Shipyard schedule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chedule 

diagram 

 

properties content complex
 

children Schedule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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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by element ShipyardSimulationInformationModel/ScheduleView/Schedule 

 

source <xs:element name="ShipyardSchedule"> 

  <xs:complexType> 

    <xs:sequence> 

      <xs:element name="Schedule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element> 

    </xs:sequence> 

  </xs:complexType> 

</xs:element> 

 

Table 81 Schedule information element of a schema 

element ShipyardSchedule/ScheduleInformation 

diagram 

 

properties isRef 0 

minOcc 1 

maxOcc unbounded

cont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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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s Name   Type   Use   annotation 

WorkNumber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액티비티의 WBS 코드 

WorkDuration xs:int required  documentation 

액티비티의 공정별 표준작업기간 

BufferDuration xs:int required  documentation 

액티비티의 공정별 표준버퍼기간 

WorkStartDate xs:date required  documentation 

액티비티의 시작일

WorkEndDate xs:date required  documentation 

액티비티의 종료일

KeyEvent xs:string required  documentation 

대상 호선의 선표 계획상의 키 이벤트 

일정 
 

source <xs:element name="ScheduleInformation" maxOccurs="unbounded"> 

  <xs:complexType> 

    <xs:attribute name="WorkNumber"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액티비티의 WBS 코드</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Duration" type="xs:int"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액티비티의 공정별 표준작업기간</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BufferDuration" type="xs:int"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액티비티의 공정별 표준버퍼기간</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StartDate" type="xs:date"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액티비티의 시작일</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WorkEndDate" type="xs:date" use="required"> 

      <xs:an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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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documentation>액티비티의 종료일</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attribute name="KeyEvent" type="xs:string" use="required"> 

      <xs:annotation> 

        <xs:documentation>대상 호선의 선표 계획상의 키 이벤트 일정 

</xs:documentation> 

      </xs:annotation> 

    </xs:attribute> 

  </xs:complexType> 

</xs: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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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디지털 정보 모델 
부록 II. 디지털 정보 모델 

 

❶  STEP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STEP 은  중립적인  데이터  교환  표준이  필요하다는  목표로  정의된  개

념으로  제품의  생산  데이터를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CAE 시스템  내에

서  정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다 . STEP 은  항공 , 자동

차 , 기계 , 전기  및  전자 , 정유  및  가스 , 조선 , 건설  산업을  대상으로  제

품의  생산 , 운영 , 유지  및  관리 , 폐기에  필요한  과학적 , 기술적 , 산업적  

정보를  중립의  형태로  취합하고 , 저장 , 교환 , 공유 , 보관하기  위한  일관

성  있는  표준의  개발 , 유지  및  전파를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STEP 의  초기  특징은  완전성 (completeness)과  무결성 (integrity)을  

확보하면서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며 , 다

음  같은  요소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  

 

 유연한  확장성   

Flexibility to permit expansion without invalidating 

existing portions of the standard 

 정보  관리의  효율성   



부록  

 

 247 

Efficiency for processing, communication and storage 

 엄격하고  공식적인  문서화   

Rigorous and formal documentation 

 데이터  요소의  간결성  

The minimum possible set of data elements 

 데이터  내용과  물리적  형식과의  독립성  

Separation of data content from physical format 

 데이터  요소의  논리적  분류  체계   

Logical classification of data elements 

 기존  관련  표준과의  호환성   

Compatibility with other existing relevant standards 

 

현재  STEP 은  작은  기능적  집합인  파트 (Part)로  분할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Table 82), ISO 10303 의  파트는  생산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필

요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 . 이

는  역할에  따라  몇  개의  클래스로  분류가  되며 , 특정  클래스 (Class)에  

따라  고유번호가  주어진다 . 즉 , STEP 표준은  유연성을  기반으로  다양하

게  확장  가능한  모듈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표적인  STEP 구현사례로는  미국  자동차산업  수행  그룹

(Automotive Industry Action Group)에서  정의한  협력업체간  도면 , 

BOM, 형상  정보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  AutoSTEP, PDM 시스템  간의  

형상  정보  교환을  위한  STEP-WISE(Web Integrated Supplier 

Exchange) 그리고  중소기업용  전자  상거래  확산을  위한  목적의  

TIGER(Team InteGrated Electronic Response) 등이  있다 .   



부록  

 

 248 

Table 82 Class list of the STEP(KI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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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SDX(Simulation Data eXchange) 

 

SDX 는  XML 형식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제품 , 공정 , 자원  등의  정보

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WITNESS, AutoMOD, TaylerED, Arena, 

Promodel 등과  같은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호환되는  방식이

다 . SDX 는  주로  시뮬레이션에  요구되는  객체들과  라이브러리를  미리  구

조화하여  라우팅  정보를  표현하고  있으며 , 시뮬레이션은  각각의  해당  소

프트웨어에서  내부적으로  모델을  생성하여  수행하게  된다 (Kang, 2007).  

Fig. 103 은  SDX 의  스키마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시뮬레이션  관점에

서  필요한  기초  정보와  공정 , 라우팅  정보  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관련한  

자원  정보를  포함한다 . SDX 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간의  호환성을  주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SDX 를  생성

은  기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Fig. 104

는  Factory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SDX 파일을  추출하여  활용하

는  사례를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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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 XML schema of the SDX (Kang, 2007) 

 

 

Fig. 104 SDX extraction process (Sly & Moorth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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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PLM Services 

 

PLM Services 는  제품  모델을  교환하기  위한  표준의  하나로  

OMG(Object Management Group)의  표준이다 . PLM Services 는  엔지니

어링의  협업을  위한  도구로  ProSTEP iViP Association 의  주관  하에  

2005 년  제출되었다 .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PDTnet(Product Data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in the Network of Automotive 

Industry and Supplier)과  PDM Enablers(OMG standard, ongoing 

development in the iViP-Project)를  고려하여 , 협업을  가능케  하는  솔

루션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 XPDI(Extended Product Data Integration)

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자동차  산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 또한 , 참

여  산업군의  확대를  위한  새로운  버전의  필요성으로  2006 년  PLM 

Services 2.0 이  제안되었다 . 

  PLM Services 는  엔지니어링  협업을  지원하는  표준으로  온라인  접

근과  일괄  작업 , 공식  유스케이스를  필요로  하고  플랫폼에  독립적이어야  

하며  STEP, XML, UML, SOAP, WSDL 과  같은  표준을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완벽한  웹  기반으로  수행과  작업의  용이가  요구된다 . 

PLM Services 2.0 사양서는  웹서비스를  통한  제품  전  수명주기  데이

터의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에  독립적인  모델 (PIM, Platform 

Independent Model)을  정의한다 . 이  PIM 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하나는  정보  PIM 이고  다른  하나는  계산  PIM 이다 . 정보  PIM 은  데이

터를  기술하기  위한  기본  모델로  EXPRESS-X 가  사상되는  사양과  

EXPRESS-to-XMI 가  사상되는  프로세스에  의해  ISO 10303-214 STEP 

모델로부터  유도된다 . 계산  PIM 은  기능을  기술하기  위한  기본  모델로  

OMG PDM Enablers 로부터  유도된다 . 또한  이  사양서는  웹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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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플랫폼  특정  모델 (PSM, Platform Specific Model)을  정의한다 . 

Fig. 105 는  PLM Services 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또한 , PLM Services

는  Fig. 106 와  같이  웹서비스를  지원하고  XML 을  모델  표현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어 , 미들웨어를  통한  정보  교환에  있어서  STEP 이나  타  표

준에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다양한  산업과  용도로  확장

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  

 

 

Fig. 105 Structure of the PLM Services (Fel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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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6 Concept of the PLM Services (Kang,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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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시뮬레이션  중립  데이터 (Neutral Simulation Data) 

 

시뮬레이션  중립  데이터는  2009 년  성균관대학교 , 서울대학교 , ㈜지노

스가  공동으로  연구한  “이기종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모델  

정보  교환을  위한  모델  정보  표준화  및  모델  교환  웹서비스  구축 ” 과제

의  연구  결과물  중  하나이다 . 이와  관련한  내용은  2.1.2 항  시뮬레이션  

중립  정보  모델에도  정리되어  있다 .   

위  과제에서는  다양한  DE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업체  또는  서로  

다른  DE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모델  호환이  어렵다는  

배경을  바탕으로  수행된  과제로  STEP, SDX 등과  마찬가지로  공장  시

뮬레이션에  대한  DES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화  방안

을  연구하였다 . 시뮬레이션  중립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모델  교환 , 모델  

자동  생성 , 모델  정보  관리  및  시뮬레이션  수행  기능을  처리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Fig. 107). 현재  중립  시뮬레이션  표준  정보는  

웹기반  공정  모델링  도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는  한국생산기술연

구원  공정혁신지원센터와  성균관대학교가  운영하는  이노베이트  센터

(http://innovate.skku.edu)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러한  중립  

시뮬레이션  정보  모델의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구조

(SimVersion and Execution),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을  위한  정보  구조

(Model) 그리고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위한  정보  구조 (Result)를  가

지며 , P3R(Product, Process, Plant and Resource) 기준을  개선한  모델  

구조를  갖고  있다 (Fig.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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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7 Functions of the neutral simulation data 

 

 

Fig. 108 Structure of the neutral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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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PPR3-S information-based neutral model and system 

for integration and extension of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simulations 

 

Dong K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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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hipbuilding industry is facing the multifaceted problem of less demand 

and oversupply owing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increase in 

shipbuilding countries. Because of these difficulties, the industry is 

experiencing various changes such as the merger of uncompetitive shipyards. 

The surviving shipyards are making every effort to strengthen their ability to 

handle crises via higher productivity and winning contracts for high-value 

vessels. The productivity of a shipyard is determined by its process, facility, 

space, personnel, and scheduling. Among these factors, the facility, space, and 

scheduling are limited resources and are the key parameters in productivity 

improvement. To accommodate the fastidious demands of ship-owners and 

classification societies, each shipyard possesses its own management 

knowledge, which exists as part of each company’s culture of production. This 

knowledge is reflected in production through the shipyar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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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s of each company, which help establish flexible and 

efficient production environments. 

 

Shipyard production is a general term that describes the process from a 

concept design of ships to a final delivery. And the productivity of a shipyard 

depends on how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ts limited resources are 

managed and utilized. Korean shipyards, the most competitive in the world, 

have developed and operate their own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to 

attain high productivity, each of which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company. However, shipyard management systems are insufficient to 

manage facility, space, personnel resources. These resource factors are the 

most important element to attain continuous productivity growth. 

 

Shipyard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aim to manage facilities, space, 

and scheduling, and are support tools developed to plan and control various 

complicated production activities. The existing shipyard production 

management systems are legacy systems that were independently developed 

by individual shipyards. Each system was developed reflecting the culture and 

issues of the shipyard.  

 

Offshore plants have recently increased in value, and these systems are being 

upgraded from ship-focused functions to be more relevant for offshore plants. 

Various supporting technologies are being studied, such as IT (information 

technology),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and M&S (modeling and 

simulation). M&S is the most suitable solution for determining the facility, 

space, and schedule for producing new products, and can support decision 

making through “plan-do-check-act” cycles. 

 

This study proposes a shipyard simulation information model (S-SIM). S-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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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data model that standardizes and specializes various simulation projec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shipyards thus far. As a classification system 

data model, it reflects all the necessary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regarding a shipyard’s production and simulation. As an information model, it 

serves as a basis for designing shipyard information based on the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and for defining a basic simulation information 

structure by analyzing a simulation software information structure.  

 

An information model can be used for not only modeling a simulation but also 

presenting and managing a simulation model that is neutral to building a 

simulation-based system. In addition, information structure of the model is 

comprised of product, process, facility-resource, space-resource, labor-resource 

and schedule factors (PPR3-S). The simulation-based system implemented as 

an example in this study aims to support optimal decision-making for 

production plans (scheduling) through a simulation model that reflects virtual 

shipyard equipment and spatial information.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an information model for the simulation of a shipyard production system, 

which was implemented through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This 

also involved designing a system that enables a simulation to be applied to the 

shipyard production plan proces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a flexible 

system structure and successfully tested it by implementing it based on a 

Service-Oriented Architecture (SOA) that takes into account the actual field 

environment in shipyards.  

 

The S-SIM is an information-based reference system for shipyard production 

simulation. It can be expanded for various purposes as its structure is flexible 

and reusable. As the SOA-based system can be flexibly integrated into the 

shipyard’s existing IT system, a practical structure is being suggested at the 

design and establishment stages of the onsite simulation system. A ser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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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results has consistently demonstrated that all of them flexibly enable 

expansion and integration. It is therefore expected to be used as a standard 

model and reference case of simulation studies to improve a shipyard’s 

product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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