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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 년대 들어 국내 조선해양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며 막대한 수출실적과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흥 그리고 대규모 고용창출로 국가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생산인력이 늘어나고 

산업안전에 관한 인식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생산측면의 근로환경은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인력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한 설계 엔지니어의 

업무부하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이는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설계 자동화 시스템 

등의 개발과 도입으로 설계부하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조선해양 현업 CAD 환경에서 운용하는 자동 배관배치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운 배관배치 시스템의 목표는 전체적인 

배관배치 설계업무 부하의 감소이며 이를 위해 현재 배관배치 업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된 설계 프로세스를 정의했다. 개선된 

프로세스는 배치업무에 적합하게 고안된 그래프 기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사용한 배관 자동배치기능과 설계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관배치 설계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과업수행 심성모델 

구성기법인 GOMS(Goal, Operation, Method, Selection)를 적용했다. 이는 

설계자가 CAD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설계 행위를 사용자 - 

CAD 시스템 사이의 인터페이스 작업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으로 

설계업무를 그 진행절차에 따라 기능들의 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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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기능업무로 나누는 식으로 분석했다. 분석된 단위 배관배치 설계 

업무들은 GOMS 표현기법에 따라 각각 Goal, Operation Method 와 

Selection 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층구조를 이루고 진행순서에 따라 CAD 

시스템상에서의 배관배치 업무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GOMS 표현기법에 따라 단위업무들로 분석된 배관배치 업무를 대상으로 

주관적 업무부하 측정기법인 NASA-TLX 를 적용하여 정신적 업무부하 

측정을 수행했다. 배관배치 중에 설계자의 직접 설문과 관찰을 통해 

기존 배관배치 업무의 정신적 부하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부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배관배치 업무에서 주요한 

정신적 부하작업은 주로 경로결정을 위한 공간 검토작업, 

정리작업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서 배치자동화 기능 

및 강화된 수정기능을 포함한 배관배치 설계절차를 정의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배관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그래프 최소비용 탐색 알고리즘인 A* 

알고리즘을 이용했으며 A*알고리즘에서 휴리스틱 비용추정 부분의 동작 

개선을 통해 벤딩 비용과 특정 공간의 배치선호도를 여부를 공간의 

진행비용으로 계량화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 공간에 대한 

비용정의는 자동배치 중에 기존 파이프 서포트/트레이 공유, 특정 

장비로부터의 유격 유지, 특정 위치에서의 밸브 컨트롤 등 다양한 

배관배치 설계 프렉티스를 결과에 반영에 쉽게 활용 할 수 있다.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은 조선해양전용 CAD 시스템인 Tribon M3 의 

API 를 이용해서 구현되었으며 배관배치를 위한 모델정보 획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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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배치 결과에 의한 배관모델 자동 생성 및 모델 수정 등이 CAD 

시스템 내부에서 수행된다.  

개발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새 

업무절차에 대해 GOMS 분석 모델링 하고 이들 단위 업무를 NASA-

TLX 를 적용하는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정신적 업무부하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배관배치 자동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배관배치 설계 

절차가 기존 배관배치 업무 대비 업무부하의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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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한국조선해양산업 현황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산업은 70 년대 초반 주요 국책산업으로 육성되기 

시작한 이후 80 년대의 성장기를 지나 90 년대 초반부터는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하기 시작했으며 

2000 년대 들어 세계 조선시장의 성장과 함께 40%에 달하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세계 1 위 조선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0% 내외이며 1995 년 이후 

최근(2011 년)까지 수출이 약 8 배가 증가해서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의 

여섯 배를 상회하는 성장산업이다. 또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낮아서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주력 산업이다. 

Table 1 한국 조선해양 산업현황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9. 12.,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 

주 : ( ) 안은 제조업 대비 비중, 수출은 총수출 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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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주요 수출품목 고용유발 계수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0)」, 2003. 

조선해양 산업은 종합조립산업으로서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며 고용효과 역시 높다.. 

Table 3 주요 수출품목 순위 (2008-2012) 

 

이와 같은 조선해양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산업초기의 정책지원과 

과감한 설비투자 꾸준한 연구개발노력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의 꾸준한 유입과 유지가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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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인간공학 

조선해양 산업은 대규모의 인력과 설비를 이용해 설계와 생산해야 하는 

고도의 노동집약 및 장치 산업이며 업무분야가 방대하고 복잡하며 

작업공정이 다양하다. 또한 중량물의 취급, 외부작업등 환경의 영향, 

다양한 작업환경, 작업장 이동 및 설치 해체작업이 많고 비교적 빠른 

작업속도 등으로 산업재해율이 비교적 높다. 이와 같은 산업의 특성으로 

산업안전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도 조선업종 재해율은 전체평균의 

세배를 상회한다.(표연 2006) 

 

Table 4 국내산업 재해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조선해양 2.29 2.02 1.46 1.89 1.55 1.76 1.41 1.20 1.08 

전체산업 0.90 0.85 0.77 0.77 0.72 0.71 0.70 0.69 0.65 

국가 통계 포털 (http://kosis.kr/) 

또한 2000 년대 들어서 조선해양생산 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함께 

근골격계 환자 발생사례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육체적 작업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인간공학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이 

시작되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2003 년 7 월부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24 조 1 항 5 호에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정의하고 사업주에게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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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법 제도 

이와 같은 활동은 주로 신체적 부담경감 및 재해예방을 목표로 작업 

위험요인, 작업환경 작업도구 분석과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평가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육체적 작업부하 평가기법으로는 작업자세의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관찰을 통해 평가하는 OWAS(Ovako Working posture Analysis System),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 등의 기법과 역학적 부하 계산을 

통해 필요근력을 예측하는 3DSSPP(3 Dimensional Static Strength 

Prediction Program) 등이 있으며 국내 조선소를 대상으로 이를 통한 

작업자세 개선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오순영 and 정병용 2005, 

김진우 2009)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관리강화와 조선업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으로 산업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해 감소율이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안전설비와 작업 

자세 등에 집중되었던 과거의 산업안전관리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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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특성인 휴먼에러의 예방에 집중하는 연구들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의 조선업체 재해분석 자료에 의하면 재해발생에서 부주의, 착오, 

안전규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요인은 

인간공학적 접근기법으로 분석하고 교육과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줄여 

나갈 수 있다.(김유창, 정현욱 et al. 2011) 

생산작업자 외에 설계, 관리인력 등 사무직군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접근은 업무내용에 관한 것 보다는 VDT (Visual Display Terminal 

Syndrome)등 사무환경에서 업무자세에서 오는 근골격계 장애나 

디스플레이 기기 집중에 따른 시력장해, 스트레스성 장애들의 경감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박영신 1998, 김홍준 2010) 

위의 예에서 보이듯이 지금까지의 조선해양산업에서 인간공학적 개념의 

도입은 주로 육체적인 부하(Physical Workload) 경감이나 재해방지에 

초점이 있었으며 최근에야 인간심리와 인지과정 등을 고려한 휴먼에러의 

방지에 조금씩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KOSHIPA 2013) 

 

Figure 2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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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년대 초반 이후의 생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생산인력은 꾸준히 증가해 온 반면에 설계 

전문가등 기술인력은 큰 증가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의 

특성상 기타 일반 기술분야의 직군과 직무공통성이 크지 않아서 

기술인력의 타 산업분야로부터의 유입이 쉽지 않고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많지 않아 단기간의 양성과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재덕 2013) 

이는 설계기술의 향상과 기량축적, 설계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설계기술 

생산성이 올라간 것과 동시에 단위 설계인력당 설계업무의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 업무부담의 증가는 전문 

설계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금융 및 세제지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 조선산업이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조선해양설계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구성부재의 수가 유사한 제조업인 

항공산업 (15 만-150 만) 및 자동차 산업 (~1 만)에 비하여 250 만 - 

1000 만개 정도로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문 설계 생산방식으로 

각각의 설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다수의 설계인력이 

집중적인 동시작업을 통해 이루어 낸다.  

최근의 조선해양 설계 환경은 신제품 개발중심, 해양구조물 제품군 등의 

의장중심 설계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해양업계의 

주력 제품군이 전통적인 선각위주의 대형상선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FPSO, 해양플랫폼등 고부가가치 장비를 갖춘 제품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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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품들은 기존 제품군 대비 의장설계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해양 설계 중에서 배관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각 

사의 배관설계 업무의 범위나 설계방식 그리고 선박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0% 이상이 배관설계 관련 업무로 분류될 수 

있다. 

 

 

Figure 3 기관실 배관배치 예 

배관설계 업무는 모델링과 도면작업 그리고 생산정보 데이터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배관 모델링이 차지 하는 비중은 설계 

시스템에 따라 약 40%에서 60% 정도 되며 이후 이어지는 제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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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도 설치도등 도면작업과 조달/생산 등을 위한 관련 정보 생성 

데이터 작업이 배관설계 업무의 핵심이다. 

배관배치 모델링 업무는 의장 장비의 연결관계를 정의한 P&ID (Pipe & 

Instrument Diagram)으로 부터 실제 장비의 형상과 위치 그리고 

경로상의 다양한 장애물과 공간 적합성 그리고 후행 작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 해야 하며, 다른 설계분야와 달리 자유도가 높은 

편이라 일반적으로 설계자의 기량과 경험에 따라 혹은 시수 투입 정도에 

따라 설계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gure 4 Pipe & Instrument Diagram (P&ID) 

또한, 다수의 공동작업이라는 조선해양 설계의 특성 상 다양한 전후 

설계 공정으로 이어지는 일정준수가 중요한 제약조건이다.(Hiroyuki, 

Masanori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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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배관배치 모델링의 업무 특성들은 상기한 근래의 조선해양산업 

확장에 따른 설계업무 부하의 증가와 같이 고려하면 이미 생산인력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인간공학의 신체적 업무부하 관리분야와 같이 

정신적 업무부하 관리기법 역시 적용해볼 가치가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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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업무강도 관리의 관점에서 기존 배관배치 설계 

업무절차를 개선한 새로운 배치설계 절차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조선 CAD system 환경에서 구현하며 실증을 

통해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 연구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배관배치 모델링 업무의 체계적 분석 

- 배관배치 설계 업무 개선을 위한 배치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실용적인 배관 자동배치 알고리즘 개발 및 구현 

- 배관배치 설계업무의 개선을 통한 업무 지속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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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내용 및 구성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은 구성과 내용을 가진다. 

 

배관배치 설계 업무 분석 

인간 – 컴퓨터 상호작용 모델 중 과제 수행 모델인 GOMS (Goals, 

Operators, Methods, Selection)의 분석기법을 응용하고 조선 전용 CAD 

시스템인 Tribon M3 의 배관 설계 시스템 상에서의 배관배치 모델링 

작업을 대상으로 설계 업무를 분석 한다. 분석은 배관배치 설계전문가의 

설계업무 진행 내용을 관찰하고 이를 단위 요소로 전개한다. 

 

배관배치 설계 업무 평가 

분석된 배관배치 모델링 업무를 대상으로 정신적 업무부하 측정기법인 

NASA-TLX (NASA Task Load Index)를 응용해서 업무 부하를 평가한다. 

NASA-TLX 기본지표에 장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업무몰입의 

조건을 고려한 인자를 포함한다. 실제의 평가 진행은 배관배치 설계 

전문가의 모델링을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선 가능요소 도출 

업무부하 측정의 결과를 이용해서 위의 분석된 배관배치 설계 업무에서 

개선 가능한 요소나 부분절차를 도출한다. 개선 가능한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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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개발 대비 개선점이 큰 항목을 위주로 

선정한다. 

 

배치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업무개선 요소 구현에 적합한 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 구현 

조선해양 전용 CAD system 인 Tribon M3 배관시스템 내에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 개발한다. 

 

정신적 업무 부하 비교 검토 

새로운 시스템의 업무 부하 분석을 통해 정신적 업무 부하 감소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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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자동 배관배치 시스템 

2.1.1 자동배치 알고리즘 

 

1970 년대부터 배관배치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되어 왔다. 초기에는 

자동차 설계등 다양한 어셈블리에서 파이프 간섭을 피하고 최소의 

크기로 어셈블리를 만들기 위한 요구로부터 로봇공학의 동작경로계획 

경로계획, 케이블경로, 공장배치 결정, 기판설계나 조선이나 항공의 

배관설계등 다양한 분야로 전개되어 왔다.(Qian 2008)  

 

Maze 알고리즘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는 공간분할과 순차적 탐색을 하는 Maze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Lee 1961) 이 알고리즘은 공간을 균일 셀 

그리드로 분할하고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에 따른 라벨의 값을 

참고로 진행하게 된다. 

시작점 S 에서의 거리로 표시된 각 셀의 라벨을 따라 끝점 T 까지 

진행한다.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으로 그리드 기반에 벽과 경로, 시작점, 

목표점등을 정의하고 이를 너비우선 탐색으로 해를 찾는 알고리즘으로 

이후 수많은 라우팅 알고리즘의 기반으로 응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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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aze 알고리즘  

Escape 알고리즘 

이후에 라인탐색 방식의 Escape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Hightower 1969) 

이 알고리즘은 시작점에서 도착점 방향으로 직각기준으로 라인을 긋고 

그 라인이 장애물과 만나면 그곳에서 직각으로 경로를 재생성 하는 

방식이다. 이 알고리즘은 탐색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지만 

모든 경우에 해를 구하는 것이 보증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Figure 6 Escape 알고리즘 

시작점 S 에서 라인을 구성하고 장애물과 만나면 그 점에서 수직으로 

다시 라인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끝점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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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기반 문제표현 

이후로 배관의 공간 배치와 노드와 아크로 표현되는 그래프 기반의 

네트워크 사이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최소비용 경로를 찾는 네트워크 

최적화 알고리즘이 다수 개발되고 적용되어 왔다.(Nicholson 1966, Ando 

and Kimura 2012)  

 

 

Figure 7 배관배치의 그래프 기반 표현 

위의 그림은 두 의장 장비 사이의 연결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장비 A 의 시작점 S 에서 장비 B 의 끝점 F 까지의 가능한 후보 경로를 

포함하는 그래프 표현이다. 노드 Vi, Vj 는 라우팅 후보 경로 중에 

밴드파트로 분기가 가능한 지점이며 아크 Eij 사이의 가중치 Cij 를 갖는 

그래프이다. 각각의 아크는 모두 가중치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특정경로는 특정한 비용 값을 갖게 된다. 이 비용 값이 라우팅 후보 

경로의 적합성을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배관배치 자동화 문제는 

그래프 상에서 최소 혹은 최대 비용을 갖는 경로를 찾는 문제로 

치환된다. 

 



 

 

28 

 

Dijkstra 알고리즘 

가중치가 양수인 네트워크 그래프에서 최소비용 연결을 찾는 

알고리즘으로 기본적으로 간선 경감(edge relaxation) 연산을 한다. 이 

알고리즘은 출발점 s 로부터 최종 최단 경로가 결정되어 있는 정점들의 

집합을 유지하고 이로부터 반복적으로 최단 경로 추정 가중치가 가장 

작은 정점 u 를 선택해서 집합에 더하고 u 떠나는 모든 간선을 완화한다. 

즉, s 에서 u 까지의 최단 경로 d[u]를 알고 있고, u 에서 v 까지의 링크 (u, 

v)가 존재할 때, s 에서 v 까지의 최단경로는 u 까지의 최단경로에 링크 (u, 

v)를 연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경로의 비용은 d[u]+w(u, v)가 되며, 

이 비용이 현재의 d[v] 값보다 낮으면 d[v]를 새로운 값으로 바꾼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리디 전략을 사용하며 항상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경감 연산은 모든 간선 (u, v)에 대해 한번씩 경감이 적용되어 모든 

d[v]가 최단 경로의 비용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끝난다. 

일반적인 연결리스트와 배열을 가지는 구현을 통해서는 m 개의 에지와 

n 개의 노드를 가지는 경우 O(n2+m)의 실행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이진힙을 우선순위 큐로 이용하는 구현을 통해 O((m+n)logn)의 

실행시간 복잡도로 구현 할 수 있으며 피보나치힙을 이용하면 이를 

O(m+nlogn) 수준까지 구현 할 수 있다.(Sneyers, Schrijver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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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Dijkstra 알고리즘 의사코드 (Wikipedia) 

 

Dijkstra 알고리즘의 증명 (Leiserson, Rivest et al. 2001) 

정리 

모든 간선 (   )    에 대해 가중치  (   )    이고 출발점이 s 인 

가중 방향 그래프     (   )  에서 Dijkstra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모든 

정점 u 에 대해  [ ]    (   ) 인 상태로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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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최종 최단 경로 가중치가 결정된 v 의 집합을 S 라 하고        인 

정점 u 가 S 에 더해질 때  [ ]    (   ) 임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u 를 S 에 더해지되  [ ]    (   )  인 최초의 정점이라 가정할 때 

생기는 모순으로 증명을 진행한다.  

u 를 S 에 더해지는 최초의 정점이라면  [ ]    (   )    이므로      

이다. s 에서 u 로의 최단 경로가 p 일 때 u 와 연결된 S 내부의 정점을 

x 라 하고 x 와 s 사이의 외부 노드를 y 라 하면 p 는 s->x ->y->u 이고 

이는 p1 (s->x) 와 p2 (y->u)로 분리 될 수 있다. 

 

 

Figure 9 Dijkstra 증명 참고도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간선의 모든 가중치는 양수이므로  (   )  

  (   ) 가 항상 성립하므로  [ ]   (   )    (   )   [ ] 이다. 하지만 

 [ ]    (   )    (   )   [ ]  이므로 이는 초기의  [ ]    (   )  인 

가정에 위배되므로 u 가 S 에 상기의 조건으로 더해질 때  [ ]    (   ) 

임을 결론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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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jkstra 알고리즘 전개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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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ijkstra 알고리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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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고리즘 

초기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의 경로를 찾는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각 노드에서 그 노드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최상의 

경로값을 추정하는 휴리스틱 전략을 가지고 이 휴리스틱 추정값의 

순서대로 노드를 탐색한다. 이 알고리즘은 내부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지니는 순서대로 정렬된 우선순위 큐를 가지고 이로부터 탐색순서를 

결정하는 일종의 Best-first 탐색기법이다.  

A* 알고리즘의 특색은 바로 휴리스틱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대상노드에서 최종점까지의 비용을 추정하는 값이다.  

 

f(n) = g(n) + h(n) 

f(n)  : 노드 n 을 거쳐 종점까지가는 모든 경로 중 최소비용 

g(n) : 시작노드에서 n 노드까지 경로비용 

h(n) : 노드 n 에서 종점노드까지의 최단경로 비용 

 

휴리스틱 h(n) 을 노드 n 과 최종 목표노드 사이의 최단 경로의 

실제값이라고 하고 g(n)을 시작노드 n0 에서 n 까지의 최단경로 값이라고 

하면 f(n) = g(n) + h(n) 은 시작노드에서 n 을 거쳐 갈 수 있는 모든 

경로 중 최단경로의 값이 된다. n 에서 주변 노드로 전개를 하면서 

주변노드의 h(n) 추정값을 바탕으로 탐색순서를 정하게 된다. 즉 

깊이우선 탐색이나 너비우선 탐색과 달리 휴리스틱 추정전략에 따라 

훨씬 효율적으로 최적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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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gorithm 은 허용성과 최적성 (admissibility and optimality 

properties)을 만족하는 그래프에서 최단경로를 찾는 것을 

보장한다..(Hart, Nilsson et al. 1968) 

 

 

Figure 11 A* 알고리즘 의사코드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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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최근에는 전역 최적해를 구하는 강력한 기법인 진화알고리즘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Genetic 

Algorithm(Ito 1999, Sunand Sandurkara 1999, Ikehira and Kimura 2006), 

Ant Colony Optimization(Fan, Lin et al. 2007), Particle Swarm 

Optimization 등이 있다. 

 

2.1.2 제약조건과 설계지식 

 

배관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아래의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Jin-

Hyung Park 2002, Qian, Ren et al. 2008) 물리적 제약조건은 기능 가능한 

경로로서 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며 

경제적 제약조건 및 조작/운영 제약조건은 최적화 정도를 가늠하는 

부등호 제약조건이다. 

 

물리적 제약조건 

- 대상이 되는 두 장비는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 

- 배관은 이미 존재하는 장비나 다른 배관과 공간에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 특정한 장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 되어야 한다. 

 

경제적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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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배관 자재비용이 드는 경로를 선택한다. 

주어진 조건에서 최단거리의 경로를 선택한다. 

추가의 파이프곡가공 이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엘보우파트가 필요한 벤딩 

라우팅의 수를 줄인다. 

- 설치 부가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파이프 서포트나 파이프 트레이를 활용하는 배치를 

한다. 

후행 작업의 용이성을 고려한 설치를 해야 한다. 

 

조작/운영 제약조건 

- 배관 기능 조절에 필요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조작 밸브는 접근 가능 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센서 및 피팅류는 확인 

가능한 위치에 설치 가능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 유지 및 보수가 용이한 배치가 되어야 한다. 

통로공간 및 장비조작 시 점유공간의 배치를 피한다. 

 

  



 

 

37 

 

2.1.3 자동 배관배치 시스템 

 

자동 배관배치 알고리즘의 개발 및 구현을 통해서 실제적인 선박 배관 

설계 지원 시스템 수준의 개발로 시도된 예는 많지 않다.  

 

설계 전문가시스템 기반 Auto-routing 시스템(강상섭 1996) 

배관설계 지식베이스를 전문가 시스템인 Nextpert Object 로 구성하고 

이를 조선의장 설계 시스템인 Cadds5 와 연계시킨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이다.  

 

Figure 12 전문가시스템 기반 Auto-Routing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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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Routing Algorithm Development for a ship engine room design 

(Jin-Hyung Park 2002) 

 

Figure 13 기관실 배관배치를 위한 Auto-Routing 시스템 

선박 배관설계의 설계규칙과 평가기준을 정리하고 분할된 대상공간상에 

최적 배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성했다. 개발환경은 CAD 는 AutoCAD 

2000 과 개발언어는 Visual Basic 데이터 베이스는 Microsoft Access 를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패턴매치를 통해서 후보경로를 만들고 Cell 생성기법을 통해 

형상제약조건을 다루고 다양한 제약조건들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비용함수를 만드는 방식의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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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ftPipe (Asmara and Nienhuis 2006) 

CAD 시스템으로부터 중립파일을 통해 입력정보를 받고 분할된 

문제공간에서 Dijkstra 알고리즘을 통해 배관 경로를 결정한다. 

분할공간의 크기나 다수 배관의 배치순서 등의 결정은 진화 알고리즘의 

하나인 Particle Swarm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Figure 14 Delft Pipe 시스템 

실제 CAD 와 연계되어서 동작하지는 않고 역시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한 텍스트 파일로 정보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 

  



 

 

40 

 

AISROUTE(Paulo and LOBO 2009) 

대상 공간분할과 Genetic Algorithm 을 응용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으로 Mathlab 과 Java Object 환경에서 개발되었으며 역시 특정한 

CAD 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CAD 모델은 텍스트 기반 

STL(Standard Tessellation Language)파일을 이용해서 받는다.  

이와 같은 구성은 CAD 독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선해양 배관배치 설계와 같이 수 많은 주변 모델을 

참조해야 하는 업무환경에서는 중립 파일등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은 효율이나 편의성이 떨어지게 된다.  

 

 

Figure 15 AISRoute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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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lant Layout 

플랜트 배관 설계를 위한 자동 배관배치 시스템으로 Intergraph Co.사의 

제품이다. 초기 견적용 배관배치 시스템으로 SmartPlant 3D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다. Alias 사의 I-Route 가 알고리즘 모듈로 적용되어 있으며 

사용자 정의 규칙과 지나는 영역등의 정의를 통해 자동배치를 수행한다. 

 

 

Figure 16 Intergraph Co. 의 Smart Plant Layout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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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ENTAL WORKLOAD 관리 

2.2.1 MENTAL WORKLOAD 연구 

 

정신적 작업부하의 개념은 인간이 정보처리를 위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며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용량과 주어진 시간에의 접근 가능성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이다.(박창호, 곽호완 et al. 2007) 이는 곧 정신적 

업무부하가 휴먼에러의 일반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업무능률은 과도한 고도의 정신적 부하가 유발하는 스트레스와 지나치게 

낮은 정신부하로 인한 지루함에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는 Yerkes-

Dodson 법칙이라고 불리 우는 것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오랜 경험과 

실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Dyer-Smith and Wesson 1997) 

 

 

Figure 17 업무부하와 수행도 (De Waard and Studiecentru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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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업무효율구간 (A2) 

업무부하가 A2 구간에 있을 때는 작업자는 어렵지 않게 업무능률을 

최상으로 유지 할 수 있다. 이 구간에서는 작업오류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인지적 여유가 있다. 

 

- 업무부하가 증가하는 구간 (A3-B-C) 

부하가 증가하는 A3 구간까지는 업무능률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다. 즉 

작업자에게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업무가 제한된 시간 동안 A3 

영역에 머물러도 중장기적으로 업무만족도가 크게 감소하거나 잦은 

휴먼에러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여유가 크지 않아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감소될 수 있다. 

업무부하가 더욱 증가하여 B 구간으로 진행되면 작업자의 역량을 

업무부하가 넘어서게 되고 업무효율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 

인지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 

지점부터 변화에 대응이 힘들고 휴먼에러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C 구간에서는 업무진행과 제어가 불가능해지고 작업자는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업무부하가 감소하는 구간 (A1-D) 

A1 구간은 업무부하가 감소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주의나 각성등 

인지능력이 감소한다. 적절한 수준의 업무집중과 주의는 A2 에서 

유지되며 A1 구간에서는 실제 업무대상인 이벤트에 집중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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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을 유지 하기 위한 정신적 노력이 증가하며 이는 전체적으로 실제 

업무에 집중할 정신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즉 업무능률이 떨어지게 된다. 

D 구간에서는 업무부하가 업무집중을 유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다.(Embrey, Blackett et al. 2006) 

 

위의 연구들이 기본적으로 운전이나 원자력발전소 관리자나 항공 관제원, 

레이다 감시요원등 주요한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들이 많다.(Lysaght, Hill et al. 1989, De Waard and 

Studiecentrum 1996)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벤트 자극을 

처리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와 심리측면의 분석이 주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기법과 배경이론은 업무수행을 인간의 인지 및 

정보처리 과정으로 본 것으로  설계시스템을 대상으로 인지, 설계지식에 

의한 정보처리, 대응의 절차로 진행되는 설계업무를 분석하는데도 

충분히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Springer, Langner et al. 1991, Djaloeis, 

Duckwitz et al. 2012) 

적당한 업무부하가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설계 

자동화나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즉 

자동화의 수준이나 절차 등으로 업무부하 분포를 조절해서 최적의 

업무효율이 나오고 휴먼에러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Pikaar 1989) 업무능률은 수행자의 업무만족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이는 지원시스템을 평가하는데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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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통로(여과기)모델 

외부로부터 오는 다수의 자극이 한번에 하나씩 단일통로를 통해 

정신작용과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론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으로 

한가지 이상에 집중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인식과정을 잘 설명한다. 

하지만 인지하지 않더라도 자극이 처리되는 다양한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등으로 이론적 한계가 분명해졌다. 

 

Figure 18 인지의 여과기 모델 (박창호, 곽호완 et al. 2007) 

 

초기 이론에 배치되는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주의 여과기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다른 지각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받아들인다는 약화이론과 다수의 동시 처리된 자극이 선택의 문제로 

소멸 혹은 인지된다는 후기 선택이론으로 발전했다. (Norman and 

Bobrow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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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자원모델 

1970 년대 초에 제안된 주의 모델로 인식자원의 배분을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본 이론이다. 임무 수행 시 요구되는 정신적 자원의 

양이 가용한 자원량을 넘어서면 수행이 어려워 지는 식의 모델로 

정신자원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이론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신자원의 양이 변화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만일 가용한 자원량을 넘지 않는 다면 다양한 

작업을 같이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이론은 단일통로이론에 

비해서 특정 상황에서 인간의 동시작업 수행의 관찰결과를 훨씬 더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다.  

 

Figure 19 Kahneman 의 단일자원모델 (재인용, (DiDomeni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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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다자원모델 

중다자원모델은 단일주의 자원 대신에 별개의 하위 체계들이 각각 

제한된 자원의 풀을 가진다. Wickens (Hollands and Wickens 1999) 

모델에 따르면 정신자원을 두고 경합하는 두 과제가 동일한 영역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상호간섭이 있다. 즉 별개의 자원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동시수행이 훨씬 원활하다고 가정한다. 

 

 

Figure 20 Wickens 의 중다자원모델 (재인용 (DiDomeni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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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ENTAL WORKLOAD 측정 

 

O’donnell 과 Eggemeier 는 업무부하의 측정기법이 가져야 하는 

기준들에 대해 제안을 했으며 Wickens 가 선택성 항목을 

추가했다.(O’donnell and Eggemeier 1986, Hart and Wickens 1990) 

 

- 민감성 (Sensitivity) 

측정 중에 업무부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또한 특정업무 수행에 

개인별 특성에 대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단성 (Diagnosticity) 

측정지표는 측정대상이 인지하는 작업부하 변화의 원인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작업부하의 증가가 특정한 제한된 채널(자원) 

내에서 특정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표라면 진단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 선택성 (Selectivity) 

측정지표는 작업부하와 정신자원의 차이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기타 주관적인 정서나 감정등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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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성 (Intrusion) 

침입성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가진 특성으로서 대부분의 측정과정 중에 

평가수행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특히 2 차과제 측정을 통한 업무부하 측정 등에는 허용되거나 권장 될 

수 있다. 

 

- 수용성 (Acceptance) 

평가되는 업무수행자가 받아들일만한 결과를 제시하는 측정지표여야 

한다. 

 

정신적 업무부하측정은 그 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다양한 

측정기법이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주관적 측정기법 

MCH (Modified Cooper-Harper Scale) 

일차원적인 측정방법으로 질문사항을 단일한 스케일로 측정한다. 

업무수행자에게 정신적부하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며 부족한 것 

보다는 수행시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NASA-TLX 

초기에 항공 및 조종사의 업무부하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업무의 부하를 지각 활동과 관련 있는 정신적 요구(Ment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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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신체적 요구(Physical demand), 수행시간과 관련된 

시간적 요구(Temporal demand), 목표성취감과 관련된 

수행도(Performance), 성취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 (Effort) 그리고 

수행중의 심리적 불안감을 나타내는 좌절수준 (Frustration Level)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5 NASA-TLX 지표와 설명 (Hart and Staveland 1988) 

 

(Hart and Staveland 1988) 는 업무부하를 임무가 수행되는 환경에서 

임무 요구조건과 수행자의 행위, 인지, 기술 등의 상호교환으로 

정의하면서 다차원적 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위의 측정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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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 수행 중 NASA-TLX 평가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위의 여섯 항목에 대해 20 개의 스케일로 높음/낮음, 

좋음/나쁨의 평가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여섯 개의 하위기준을 두 

개씩 쌍을 만들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업무에 따른 여섯 가지 기준의 중요도를 알 수 있다. 1 단계에서 측정된 

점수와 2 단계에서 선택된 횟수를 곱하고 이를 총합하면 평가점수가 

나온다. 

특징으로는 다차원적 분석기법이고 절대비교를 통한 측정이며 회상에 

의한 평가가 아니고 업무수행 직후에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특정업무부하 평가에 가중치를 구하는 기법의 효용에 의문이 

있지만(Nygren 1991) 수행자로부터의 측정이 용이하고 다차원적 

평가결과로 MCH 기법 등에 비해 우수한 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비교적 널리 쓰이는 기법이다. (Hart 2006) 

 

Figure 21 NASA-TLX 지표 가중치 쌍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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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T 

NASA-TLX 와 유사한 다차원 분석기법이다. 시간부하, 정신적 노력부하 

그리고 스트레스 부하의 세 가지 범주가 있고 각각이 다시 세가지 

정도를 갖는다. 수행자가 조합의 순서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통해 

가중치를 결정한다. 

Table 6 SWAT 지표와 설명 (Sheridan and Simpson 1979) 

지표 설명 

Time Load 1. 거의 여유시간이 있음. 업무 겹침이나 불시업무가 

거의 없거나 전무함 

2. 가끔 여유시간이 있음. 업무 겹침이나 불시업무가 

종종 있음 

3. 거의 항상 여유시간 없음. 업무 겹침이나 

불시업무가 매우 자주 혹은 항상 있는 상태 

Mental Effort Load 1. 아주 적은 정신적 노력과 집중 필요, 반응은 거의 

자동화 되어 있으며 주의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2. 중간 정도의 정신적 노력과 집중 필요. 대응 행위는 

중간 정도의 복잡함을 가짐 

3. 고도의 정신적 노력과 집중이 요구됨. 대응 행위는 

매우 복잡하고 최고 수준의 주의를 요함 

Psychological Stress Load 1. 혼란이나 위험 공포, 분노의 감정이 거의 없고 

있어도 쉽게 수용됨 

2. 혼란, 공포, 분노로 인한 중간수준의 스트레스.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보상이 필요함 

3. 혼란, 공포 그리고 분노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극단적인 대응이나 자기제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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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측정기법 

1 차과제 측정법 

업무수행자의 수행을 직접 조사하면서 수행업무의 정신적 작업부하를 

평가한다. 업무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처리자원의 요구량이 많아 질 

것으로 가정하고 과부하에 따라 수행이 저조해짐을 관찰한다. 수행이 

저조해지기 전까지는 부하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2 차과제 측정법 

업무수행자에게 1 차 업무 이외에 부가적인 2 차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를 단독 수행 시와 비교해서 수행이 저하되는 정도로 작업부하를 

평가한다. 1 차과제가 과부하 단계로 가지 않더라도 2 차과제를 통해 

정신적 예비용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부하를 측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다측정법을 사용하므로 진단적이나 과제 상호간에 침입이 

있을 수 있고 기본 과제 환경을 왜곡할 수 있다. 

 

생리심리학적 측정기법 

생리심리학적 지표를 이용한 것으로 직접적인 반응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이다.  

 

동공지름 측정법 

작업부하의 정도와 집중에 따른 동공지름의 크기가 비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체적 작업부하에 민감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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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률 

일반적으로 업무부하가 올라가면 심박수가 올라간다. 직접적인 심박수 

보다는 이의 변산성을 측정한다 

 

유발뇌전위 

가장 최근에 사용되는 기법, 특정한 작업부하 시에 감지되는 뇌전위 

파형을 통해 업무부하를 추정한다. 1 차 과제에 침입하지 않고 

눈깜박임이나 손과 몸의 움직임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분석적 기법 

유사 혹은 이전 시스템과의 비교, 전문가 분석, 수학적 모델의 기법을 

통해서 수행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이 업무부하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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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MENTAL WORKLOAD 와 직무몰입 

업무강도의 증가는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 좌절감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노출이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직무소진에 이르게 

된다.(Brewer and Clippard 2002) 

직무소진이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불안, 긴장,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정서적, 신체적 고갈상태에 이르러 결과로서 

행동과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Maslach 의 정의로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Maslach, 

Schaufeli et al. 2001) 

 

정서적 탈진 

심리적 부담이 과도해서 사용 가능한 정서적 자원의 고갈을 인식하는 

상황이다.  정서적 스트레스로서 주로 업무의 과부하, 불분명한 업무, 

역할 갈등 등 직무 스트레스와 이로부터 오는 긴장, 불안, 우울, 신체적 

피로, 불면증, 두통등을 수반하는 증상 

 

비인간화 

정서적 고갈로 인해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형식적 업무대응. 

기계적 처리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추가의 정서적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방어기제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인의 성과하락과 함께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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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취감 상실 

업무성취도 하락에 의한 부정적 자기평가 감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이 감소되는 경험을 포함한다. 

 

직무소진의 원인 

직무소진을 발생 시키는 주요 요소들은 내적 특성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요인, 직무스트레스요인, 직무특성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주로 업무 과부하와 관계되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소진의 핵심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오이복 2010) 

 

직무소진의 결과 

직무소진은 직무불만족, 조직몰입방해, 이직등 조직성과와 생산성을 

저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Jackson, Turner 

et al. 1987) 

직무소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중의 하나가 직무만족에 관한 

것이다.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태도로 직무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직무소진은 직접적으로 직무만족도를 

떨어트리게 된다. 이는 개인의 조직몰입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직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이광수 2009, 

오이복 2010, 오성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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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치감과 조직몰입 

 

일가치감이란 단어 그대로 하는 일에 대한 가치의 느낌이다 

- 자신이 하는 일과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싶은 욕구 

- 결핍욕구가 아닌 성장욕구, 충족 이 후에도 지속적인 동기요인 

- 내재적인 욕구로서 외적 보상이 아닌 내적 만족을 통한 충족 

- 상기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긍정적 정서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자신이 조직 내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인지적 평가 및 그에 따른 긍정적 

정서반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오동근 2004) 

이러한 일가치감의 결정요인에 대한 오동근(2004)은 업무특성 차원에서 

업무의 중요성, 수행과정 차원에서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결과의 

유용성을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이중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무부하를 고려한 배관배치 설계의 자동화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의 

효율성과 일가치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직무만족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체의 특성으로는 전문적 역량, 

정체성, 독창성, 성과피드백, 중요성,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할 때 

일가치감이 높다.(오동근 2004) 

- 전문적 역량 

기술의 다양성 즉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들이 다양한 

기술이나 재능이 요구 될수록 일에 대한 유의미성이 높다.(Hack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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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ham 1976) (Warr 1994)는 자신의 잠재적 역량보다 낮은 수준의 업무 

수행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때 일가치감이 저하된다고 주장 

하였다.  

- 정체성 

업무의 성격이 전체 업무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 할 때 일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일가치감이 높다.  

- 독창성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보다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일에 가치감을 

더욱 느낀다. (Hackman and Oldham 1976) 

- 성과 피드백 

수행하는 일의 영향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일의 경우 업무집중과 

가치감을 더욱 느낄 수 있다.  

- 중요성 

업무의 가치에 대한 수행자의 평가로 조직업무 목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부가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비해 일가치감을 높게 느낀다. 

- 난이도  

적당한 난이도는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가치감을 높인다. 

지나치게 어려운 과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지나치게 쉬운 과제는 

집중과 관심을 떨어트려 정신적 만족감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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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직무만족은 1920 년대 말 Hawthorn 의 연구에서 시작해서 수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정의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체적으로 직무만족은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감정반응을 말하며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로는 가장 중요한 직무 외에 개인의 태도와 객관적 

대우, 동료 등 직무환경들과 밀접한 관계하 있다. 이들의 직무만족은 

위의 직무소진에 의한 직무불만족 및 직무능률 감소와 반대의 개념으로 

직무와 조직에 몰입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조직 몰입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기존의 조직구성원의 감정상태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기존의 감정적 측면 외에 외재적인 보상으로 대표되는 

거래적 몰입과 직장과 조직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과 같은 규범적 몰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김혜선 2011)  

 

직무수행을 통한 몰입 

위와 같은 전통적인 조직몰입의 이해와 함께 업무에서의 몰입이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 한다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Quinn 2005, 

Salanova, Bakker et al. 2006) 

몰입이라는 개념은 1975 년 Csikszentmihalyi 의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과 

행복의 상태의 조건과 이를 이르게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결과 이후로 

많은 연구가 있다. (박근수 2006) 

몰입의 구성상의 전제조건은 분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피드백이다. 

그리고 수행할 대상의 성격과 수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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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수준과의 적당한 균형으로 집중과 주의가 유지 될 수 있어야 

한다.(Nakamura and Csikszentmihalyi 2002) 

이러한 몰입의 개념에서 중요한 점은 취미나 스포츠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 중의 수행뿐만 아니라 조건이 갖춰지면 직장생활이나 직무 중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Csikszentmihalyi 의 초기연구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의 몰입이 휴식시간 때 보다 세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의 경로모델 

 

Figure 22 몰입 8 경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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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측면에서 몰입의 결과로는 수행능력의 향상과 심리적 만족감의 

증대와 정신적 고양, 조직몰입으로의 연결, 정신적 업무부하 감소 등이 

보고 되고 있다(Marquié, Duarte et al. 2010).  

 

몰입의 모델 

 

Figure 23 몰입의 진행과 요건 (Ghani and Deshpande 1994, Finneran and Zhang 2005) 

몰입의 요건을 갖추기 적당한 분야가 바로 HCI (Human – Computer –

Interface) 이다. 이는 명확한 목표와 빠른 피드백과 같은 요건들이 

적절한 HCI 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Finneran and Zhang 2005) 

그리고, 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몰입의 경험에 관한 연구 (Sharafi, 

Hedman et al. 2006)는 업무중의 지식습득, 시스템의 효율성 등이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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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일가치감 향상- Mental Workload 경감 – 직무조직 만족도 

향상 

인간의 제한된 정신적 처리 용량을 넘는 과중한 정신적 업무부하의 

지속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수행자의 

직무소진의 상태로 이르게 된다. 직무소진은 정서적 탈진과 

업무성취감을 떨어트리고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결과적으로 이직 등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사업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이에 따른 

설계업무량의 증가에 충분한 인력수급으로 대응하지 못한 

조선해양산업의 설계엔지니어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업무부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해결방안이지만, 인간공학의 인간-기계 상호작용 관점에서의 조선해양 

설계업무 분석과 이를 적용한 정신적 업무부하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부하를 완화하고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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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모델 

2.3.1 심성모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에서의 심성모델은 인간의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위한 인지심리학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인간의 컴퓨터에 대한 내제화된 표상이다. (박창호, 곽호완 et al. 2007) 

심성모델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의사소통의 수단 

인간 인지의 일반적인 원리와 한계의 기술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수단 

인간인지의 이해수단 

인간의 정신구조와 과정에 관한 여러 관점의 이래를 돕는 수단 

예측과 평가도구 

수행과제 분석을 통한 인간의 수행능력 예측도구 

교육과 훈련을 위한 수단 

인간의 심성모델에 기초한 교육과 훈련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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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모델은 1980 년 대 초반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의미의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기본적으로 분류하면 개념수준의 심성모델과 

인지모델 그리고 과제수행 모델이 있다. 이중 Card, Moran, Newell 이 

제안한 MHP( Model Human Processor) (Card, Moran et al. 1986)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제 수행시의 인간의 행동과 수행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했는데 이는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을 4 개의 파라미터로 

표현되는 7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요소는 지각처리기, 

인지처리기, 운동처리기, 작업기억, 장기기억, 시각이미지 저장고, 

청각이미지 저장고 이다. 

 

Figure 24 Model Human Processor (Card, Moran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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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상호작용으로 Computer 로 진행되는 과제의 수행을 모델링하고 

예측하였다.  

2.3.2 GOMS 과제수행 모델 

 

다양한 심성모델들 중에 과제수행모델로 대표적인 것이 Card, Moran, 

Newell 에 의해 제안된 GOMS (Goals, Operators, Methods, Selection)의 

약자이다. GOMS 모델은 과제수행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지식과 절차의 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정한 목표인 Goals 를 이루기 위한 Methods 로 이루어 

져있으며 Methods 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Operators 의 단계로 구성된다. 

Methods 는 다시 하부의 Goals 을 호출 할 수 있으므로 계층화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Selection 은 하나이상의 Method 가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이를 선택하는 규칙이다.  

GOMS 모델은 Card, Moran 과 Newell 에 의해 처음 제시된 

KLM(Keystroke –Level Model) 부터 Gray, John 과 Atwood 에 의해 

제안된 CPM-GOMS (Gray, John et al. 1993) 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다. 

CPM-GOMS 모델은 사용자의 인지와 지각 그리고 행위 프로세스를 

순서에 따라 차트로 표현하고 이들의 크리티컬 경로로부터 수행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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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배치 설계 업무 분석 

3.1 GOMS 분석 방법을 적용한 배관배치 설계업무 

요소분석 

 

배관배치 설계자의 설계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인터뷰와 함께 분석했다. 

모델링 환경은 Tribon M3 의 배관배치 모델링 시스템이다. 

 

3.1.1 분석내용 

 

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설계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구조화 해서 

NGOMSL 형식으로 모델링 했으며 GOMSL 표준을 준수했다. 

배관배치 설계자의 관찰을 통해 설계업무를 하위의 단위업무로 구성했다. 

각 단위업무는 다시 아래로 전개가 되어서 기본단위 업무 즉, CAD 

명령어 수준이나 분할하기 어려운 설계자의 검토 및 판단 수준까지 

전개되었다. 관찰 후 분석하고 이를 설계자의 의견과 함께 수정했다. 

전체적인 구성은 아래 그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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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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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배관배치 라우팅 

배관배치업무의 메인프로시져로 모델링 할 배관의 연결관계를 P&ID 

도면으로부터 확인하고 화면을 라우팅 준비작업 한 후 실제 라우팅 

작업을 수행한다. P&ID 는 종이 도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P&ID 외의 참조하는 대부분의 참조 모델, 즉 선체모델이나 관련 철의장, 

배관모델은 CAD 상으로 이미 모델링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선행의장 작업단계의 배관모델링이거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경모델 

도면을 확인하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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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P&ID 분석 

P&ID 분석단계를 따로 모델링 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배관배치 작업의 특성상 P&ID 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CAD 내부에서 진행되는 다른 부분과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기 

때문이다.  

P&ID 도면 분석을 통해서 설계자가 얻게 되는 정보는 배관 양단의 

장비의 사양과 이름등의 정보와 연결 노드의 위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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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라우팅 준비작업 

라우팅 준비작업으로 작업도면을 열고 연관된 주변 선체, 의장 모델을 

불러와서 화면상에 배치하는 작업이다. 또한 화면상에서 목표 장비를 

확인 하고 이를 통해 대강의 개요 경로를 결정한다. 아래 화면은 

준비작업이 완료 된 작업화면이다. 

 

Figure 29 배관 라우팅 준비작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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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심이 되는 라우팅 작업이다.  

 

Figure 30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라우팅 

라우팅 작업은 현재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장비들과 바람직한 

경로를 탐색한다. 다음 노드 탐색 중에 기본적인 공간탐색과 함께 배치 

제약조건을 고려해서 방향과 크기 등을 결정한다. 제약조건 고려를 위해 

장비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도면이나 기타 문서자료를 

참조하기도 한다. Tribon M3 의 배치작업의 경우 숙련된 설계자는 주로 

2D 뷰상에 참조의 서브뷰를 만들어가면서 공간과 정확한 이격 거리를 

측정하고 위치를 결정한다. 설계자에 따라 3D 뷰를 참조하기는 하나 3D 

뷰는 기본적인 작업뷰가 아니므로 거리측정등 기능상의 제약으로 단순히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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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모델 불러오기 

배치작업을 위해 주변의 장비와 선체, 철의장 모델등 참조모델을 

불러오는 단계이다. 블록번호, 구역번호등을 참조해서 모델을 불러온다. 

아래는 모델입력의 GUI 이다. 

 

Figure 32 모델 불러오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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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참조뷰 생성 

참조뷰는 2D 뷰를 작업뷰로 하는 Tribon M3 의 특성과 뷰상에 다른 

뷰를 허용하는 계층구조의 특성상 설계작업에 매우 빈번하게 수행되는 

작업이다. 기본기능으로는 상당히 번거로우나 대게는 추가 기능개발을 

이용해 간단히 생성할 수 있다. 

 

 

Figure 34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라우팅 개요경로 결정 

개요경로결정은 실제 라우팅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조망으로 

대강의 경로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역시 뷰상의 공간검토 위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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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다음노드 탐색 

라우팅 중 다음 연결노드를 탐색하는 것으로 배치적합성 평가를 하면서 

탐색하고 기본적으로 벤딩위치에서 다음 노드의 방향과 거리를 결정하게 

된다. 

 

Figure 36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노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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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공간검토 3D 

3D 뷰를 참조하면서 유효공간을 검토한다. 실제 엄밀한 치수 측정등의 

작업은 2D 뷰에서 이루어 진다. 

 

Figure 38 3D 뷰 참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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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공간검토 2D 

2D 화면상의 공간검토이다. 

 

 

Figure 40 배관배치 업무 GOMS 분석 – 배치적합성 평가 

배치적합성 평가는 설계규칙이나 다양한 제약조건등의 만족등 적합한 

배치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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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배관배치 설계업무 정신적 부하측정 

3.2.1 NASA-TLX 적용 정신적 부하측정 

 

평가개요 

평가자는 설계경력 15 년, 10 년, 3 년인 기장배관 설계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기관실의 Purifier 시스템을 대상으로 3 개의 배관라인을 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설계원이 배치 모델링을 하는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각 설계행위들의 분석과 시간측정에 사용했다. 

실무 설계업무자의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NASA-TLX 평가항목의 

설명과 이해가 쉽도록 아래와 같이 설계업무를 대상으로 정의 했다.  

 

정신적 요구 

설계 작업을 하면서 배치나 경로 모델링 시에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판단을 하고 참조를 위해 도면을 보거나 지침서를 찾아보거나 다른 

모델을 참고 하면서 사용하는 정신적 업무수준. 화면상에서 신경을 

집중해서 모델을 찾거나 비교하고 선후행 작업을 고려하는등 설계 

업무를 진행할 때의 정신적 부하의 수준 

신체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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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로 화면상에 정보를 입력하고 마우스의 조작을 통해 설계 업무를 

진행할 때 손이나 손목 등의 사용 정도, 업무 집중 시 자세에서 오는 

신체적 부담. 시각적 집중에 의한 신체적 부담 등 

시간적 요구 

도면의 출도 일정에 따른 시간적 압박의 수준. 예량물량 산정을 위한 

선행 모델링 설계처럼 업무 절차상 빠른 완료가 요구되는지의 여부.  

수행도 

설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질적인 성과수준에 대한 평가로서 

설계지침서와 설계 베스트 프렉티스를 충분히 반영해서 후공정에 문제가 

없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산출해 내는 수준 

 

노력 

설계업무를 진행 하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수준에서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력의 정도 

 

좌절수준 

설계 업무 수행 동안 느끼는 좌절감, 어려운 목표달성 수준, 미경험이나 

특이호선 설계시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불편함의 정도. 상사의 

검도결과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설계 오작등 설계과정과 결과 중에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좌절감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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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평가대상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약 30 분간의 배관배치설계 모델링 작업 

직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20 분위로 점수를 집계했다.  

평가는 배관배치 라우팅 업무 전체에 관한 것과 GOMS 분석된 단위업무 

각각에 대한 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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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NASA-TLX 평가 대상 배관배치 단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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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빗금으로 선택된 단위업무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선정기준은 상대적으로 주요 업무와 소요시간의 비중에 따라 결정했으며 

라우팅 준비작업과 개요경로 결정처럼 GOMS 도식상 구성관계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반복해서 평가를 했다. 이는 층위를 달리한 평가의 

반복으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분석된 단위업무에 대해서는 평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CAD 명령어 

수준의 상세한 설명을 한 후 평가를 하였다. 

 

 

Figure 42 NASA-TLX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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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TLX 기준 평가표 

위의 평가표에서 다른 점은 비중란에 각 항목별 주관적인 가중치를 적게 

한 것이다. 아래의 상대적 평가표를 통해 항목별 가중치를 계산 

하겠지만 이들과의 참조 비교를 위해 항목을 추가했다. 

 

가중치 산정 평가표 

 

 

Figure 43 NASA-TLX 항목별 가중치 평가표 

가중치 산정 평가는 각 항목의 쌍대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중요도를 

산정하고 이를 업무부하 평가의 항목별 가중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다. 

항목의 가중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고 분석대상 

업무 성격과 분석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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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업무 평가 

수행점수는 평가 설계원들의 평균점수를 계산한 것이고 쌍대비교의 선택 

개수에 의한 가중치 역시 평균이다.  

 

배관배치 업무 전체 

 

Figure 44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전체 

배관배치 전반에 대한 평가이다. 비교상대가 없는 절대평가이므로 

여기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정신적 업무부하 총 값보다는 각 하위항목 

값들의 분포이다. 정신적 요구의 비중이 높고 신체적 요구에 대한 값이 

매우 낮다. 이는 쌍대 비교시 가중치 값을 얻을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입력과 조작에 소요되는 주관적 

업무로드가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신적 요구가 높은 것은 

일반적인 관찰이나 설계자의 의견과 같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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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분석 

 

Figure 45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P&ID 분석 

 

라우팅 준비작업 (모델불러오기 + 참조뷰생성 + 개요경로결정) 

 

Figure 46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라우팅 준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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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작업 (다음노드탐색 + 노드연결) 

 

Figure 47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라우팅 작업 

모델 불러오기 

 

Figure 48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모델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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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뷰 생성 

 

Figure 49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참조뷰 생성 

 

개요경로결정 

 

Figure 50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개요 경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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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노드 탐색 

 

Figure 51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다음노드 탐색 

노드연결 

 

Figure 52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노드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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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검토 2D 

 

Figure 53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공간검토 2D 

공간검토 3D 

 

Figure 54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공간검토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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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적합성평가 

 

Figure 55 배관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배치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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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신적 부하 감소를 위한 개선사항 

 

Figure 56 소요시간을 고려한 배관배치 업무부하 그래프 

위의 그래프에서 가장 많은 정신적 부하가 있는 곳은 

“다음노드탐색”이다. 이는 하위 행위로 공간검토와 배치 적합성 평가 

그리고 실제 라우팅을 위한 위치 방향 결정등 배관배치 설계의 주요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중 주로 사용되는 2D 공간검토는 

업무부하 점수가 68 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분석결과 외에 설계원과의 인터뷰나 관찰을 통한 분석 그리고 

기술적 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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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 자동배치 시스템의 개발 

4.1 시스템 개요 

4.1.1 시스템 구성 

 

조선해양 의장배관 시스템은 배관설계 업무인 배관모델링, 생산도면, 

BOM 작업등 데이터작업을 담당하는 각각의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아래 

그림은 배관설계 시스템의 구성도는 Tribon M3 기반의 일반적인 

구성도이다.  

 

Figure 57 의장 배관설계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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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배관자동배치 시스템 개요 

구현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독립적인 모듈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정보 생성 모듈은 설계자의 입력프로세스의 앞 뒤의 

두 모듈은 CAD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갖고 모델 데이터의 전달이나 

가시화 그리고 실제 배관 CAD 모델을 생성하며 배치 최적화 모듈은 

직접 CAD 와의 인터페이스는 없고 전 후의 두 모듈과의 인터페이스만 

존재한다. 전체로 보면 인터페이스 모듈을 통해 CAD 와 데이터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인터페이스의 확장으로 다른 CAD 에의 적용이 가능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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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발 환경 

 

 

Figure 59 Tribon API 개발환경 

Tribon Vitesse 개발환경 

Vitesse 개발환경은 객체지향 인터프리터 언어인 Python 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Python 인터프리터가 Tribon CAD 시스템에 임베드 되어 

있고 CAD 내부 명령어 수행이 가능한 Python 형식의 API 함수를 

제공한다. 이 API 를 통해서 Tribon DB 시스템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Command 수준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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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을 통해 사용자의 설계지식이나 절차를 포함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Vitesse 함수 

Tribon 의 각 분야별로 모듈이 준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의 자료구조 클래스와 Draft 관련 모듈을 참조하고 

주요 라우팅 함수는 Pipe 모듈의 API 를 사용했다. 주로 사용한 함수는 

아래와 같다. 

Table 7 사용된 Pipe 시스템 Vitesse 함수 

  

Pipe Object 함수 pipe_activate, pipe_delete, pipe_duplicate, 

pipe_exist, pipe_list, pipe_new, pipe_cancel, 

pipe_name_get, pipe_save, pipe_regenerate, 

pipe_properties_set  

Pipe Part 함수 part_add, part_boss_conn_type_set, part_branch_get, 

part_conn_coord_get, part_conn_find, part_connect, 

part_delete, part_disconnect, part_properties_set 

 

Python 은 인터프리터 언어로 의사코드 수준으로 가독성이 높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한 표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관적인 

객체지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자료구조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의 접합성과 이식성이 뛰어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환경으로 이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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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배관배치 최적화 

4.2.1 네트워크 기반 최소비용 알고리즘 

 

최소비용 탐색 알고리즘 

대상공간을 셀단위공간으로 분할하고 단위공간의 A*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비용 경로를 결정한다.  

 

 

Figure 60 공간분할과 경로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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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함수 구성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Cost = Cp * L + Cb * B + Cf *Lf 

Cp = 단위길이당 배관비용 

Cb = 엘보우 파트 비용 혹은 곡가공비용 

Cf = 선호공간 진행 비용 

L = 전체경로거리 (Manhattan 거리)  

B = 벤딩의 수 

Lf = 선호 공간 진행거리 

 

비용함수는 배관자재 비용과 선호공간진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관 자재비용은 직선경로 배관비용과 벤딩경로 배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호공간은 내부진행 경로 길이당 선호공간진행 비용을 곱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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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Cost 반영 

일반적으로 그래프는 연결관계만 유지되면 노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즉 노드간의 연결관계만이 유일한 위상적 특징이다. 하지만 공간분할로 

단위공간을 만들고 이들의 꼭지점을 노드로 이용하는 그래프표현을 

사용하는 라우팅 문제에서 배관의 비용은 노드간의 거리를 가중치로 

고려하면 자연스럽지만 벤딩의 문제는 위상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즉 앞뒤의 두 노드와의 위상적 관계를 고려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 알고리즘의 g(n)과 h(n)을 부여하는 방법을 수정해서 

벤딩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벤딩비용을 반영하였다. 

Bending Cost 에 따른 비교 탐색 

Bending Cost 를 양수로 설정하면 Bending 을 최소로 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되며 음수로 설정하면 Bending 을 최대로 하는 경로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61 Bending penalty 에 따른 경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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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Bending Cost 인 경우 

 

 

 

 

 

Figure 62 A* 탐색절차 - 0 < Bend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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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ing Cost < 0 인 경우 

 

 

 

 

 

Figure 63 A* 탐색절차 - Bending cost < 0 

Bending 이 최대화된 경로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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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공간 반영 

A* 알고리즘은 동작원리상 음의 가중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A* 

알고리즘이 최적해를 갖기 위한 허용성에 위배된다. 즉 임의의 노드 

u 에서 휴리스틱 함수 h(u)가 모든 가중치가 양수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종점까지의 택시거리 혹은 맨하튼 거리(가로 세로거리)가 최적경로의 

하한임이 자명하므로 h(u)를 남은 거리로 하면 A*의 허용성 만족하게 

되고 최소비용 경로를 찾을 수 있으나 가중치가 음수이면 u 에서 

종점까지의 거리보다 너 낮은 비용의 경로가 가능해지므로 허용성을 

위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휴리스틱 함수를 변경하고 선호공간의 g(n) 업데이트 

전략을 수정해서 선호공간 비용을 전체 비용함수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했다. 

 

선호공간 진행비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설치비용 제약조건의 하나인 파이프서포트 공유를 위해서라면 기존의 

파이프서포트가 위치한 공간에 선호공간 진행비용에 적절한 음수값을 

부여하면 된다.  그리고 벨브의 조작성을 위해 특정 위치로 배관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특정한 장비 근처에 적절한 양수값을 주면 

그 부근의 접근이 제한된다. 이처럼 공간특성에 따른 선호공간 

진행비용으로 다양한 제한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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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조건은 충돌회피와 같이 반드시 피하거나 지나야 하는 

등호제한조건이 아니고 우회의 비용과 비교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제한조건이므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노드 n 에서 종점까지의 최소예측 거리 h’(n)를 기존의 Manhattan 거리 

h(n) 대신에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h’(n,m) = min (h(n), k(n,m) + h(m)) 

k(n,m) : 노드 n 에서 m 까지의 최소거리 (Manhattan 거리) 

 

아래의 그림은 기존의 파이프 서포트가 위치하는 11 번 노드가 선호도 

(Cp : -3)을 가질 때의 A* 탐색과정을 단계별로 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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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4 A* 탐색절차 – 선호공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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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배관 자동배치 시스템 구성 

4.3.1 입력정보 생성 모듈 

 

 

Figure 65 배관자동배치 시스템 – 입력정보 생성모듈 

입력정보 생성모듈은 배관배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모듈이다. 

필요한 정보는 연결장비의 이름과 시작점의 공간상 위치, 초기 

진행방향과 주변모델이다.  

주변 모델 정보의 입력은 화면상에 올라와 있는 모델을 영역으로 

선택해서 입력하거나 모델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입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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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에 불러진 모델은 영역선택을 통해 아래의 입력창으로 보낼 수 

있고 이 정보는 배치자동화 모듈의 입력정보가 된다. 

참조할 주변 장비모델들은 사각형상으로 단순화 된다. 단순화의 수준은 

사용자의 선택으로 변경될 수 있다.  

 

Figure 66 참조 모델의 단순화 

기본적으로 한 장비는 하나의 육면체로 단순화 되지만 설계자의 

선택여부에 따라 다수의 육면체 조합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일한 사각형상으로 표현되어도 충분하다. 

 

Figure 67 참조 모델 단순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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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모델정보는 XML 형식으로 생성되고 전달된다. 이 모듈은 Tribon 

시스템에 임베딩되어 동작하며, 결과를 인자로 해서 후행의 최적배치 

모듈을 호출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외부 파일 없이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추출과 가공을 통한 정보이므로 외부로 저장해서 

필요 시 재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XML 파일은 연결장비와 노드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공간정보 즉, 

참조모델 형상정보와 사용자 입력된 선호공간의 정보가 있다. 

 

Figure 68 입력모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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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배치 자동화 모듈 

 

 

Figure 69 배관자동배치 시스템 – 배치 자동화 모듈 

배치 자동화 모듈은 독자적인 인터페이스는 없으며 CAD 상에 통합된 

입력정보생성 모듈에서 호출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수행결과는 모델 

생성 및 수정모듈로 넘어가서 실제 배관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이 배치 자동화 모듈은 Tribon CAD 시스템과 독립되어 수행되는, 즉 

CAD API (비테스) 없이 기본 파이썬 모듈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다른 

시스템에 재사용 될 수 있고 반대로 상용 최적화 툴들로 대치도 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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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배관 생성 및 수정모듈 

 

Figure 70 배관자동배치 시스템 – 배관 생성 및 수정모듈 

자동배치 완료된 배관을 실제 모델로 자동 생성한다. 이를 수정모듈의 

편집수정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한다. 아래의 편집기능들은 기존의 

Tribon 시스템의 모델링 및 수정기능과 상당히 다른 개념의 기능이다.  

 

Figure 71 배관 생성 및 수정모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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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결과 분석 

4.4.1 배관 자동배치 결과 

자동 배치결과 

 

Figure 72 자동배치 결과비교 1 

 

Figure 73 자동배치 결과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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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공간 반영 

 

Figure 74 선호공간 반영 결과 – 파이프 서포트 공유 

좌측 그림은 공간상에서 최소 벤딩 조건으로 수행한 자동배치의 

결과이다. 오른쪽은 붉은 영역의 선호도를 부여해서 이곳을 지나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이 위치는 기존 배관이 진행하는 트레이나 

파이프서포트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특정 목적으로 지나기를 바라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영역은 아니며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경로와 비교치에 따라 진입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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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선호공간 반영 결과 – 트레이 공유 

 

 

Figure 76 선호공간 반영 결과 – Control 벨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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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선호공간 반영 비용비교 

 

Figure 78 선호도 비용에 따른 경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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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딩 반영 

 

Figure 79 Bending cost 반영 결과 

왼쪽 그림은 비용함수에서 밴딩형상의 개당 비용을 양수로 해서 벤딩을 

최소화시킨 최적 배치 결과이고 오른쪽은 개당 비용을 음수로 해서 

벤딩을 최대화 시킨 결과이다. 벤딩비용의 결과가 충분하게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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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용함수에서 보듯이 벤딩비용과 선호공간 비용이 반영되면 공간에 

따른 배관배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 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배관배치가 가능하다. 

 

Figure 80 배관 자동배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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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정신적 업무부하 측정 및 비교 

 

GOMS 분석 방법을 적용한 자동 배관배치 설계업무 분석 

 

 

Figure 81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구성 

새로운 자동배치시스템을 적용한 배관배치 업무를 GOMS 기법을 

응용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기존 업무절차와 가장 다른 점은 우선 

공간확인과 다음 노드 연결로 진행되는 수동 라우팅 단위업무 대신에 

자동배치모델링과 이의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가 들어간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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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자동배치업무 

 

Figure 82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배관배치 라우팅 

기존의 배치업무와 비교하면 우선 라우팅 준비작업 중에 다수의 배관을 

동시에 등록하는 점이다. P&ID 검토 역시 다수의 배관모델을 대상으로 

한번에 이루어 진다. 라우팅 준비작업과 실제 라우팅으로 이루어 지며 

라우팅 준비작업 동안에 도면준비와 P&ID 확인 작업을 하고 주변 참조 

모델의 등록작업을 한다. 모델 등록작업은 자동배치 모듈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새로운 추가 작업이다. 실제 구현은 CAD 시스템에 

임베딩되어서 개발되어 있으므로 설계자는 배관배치시스템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라우팅 작업에서는 준비된 

데이터로 자동배치를 수행하고 배치결과를 수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수정작업 역시 제공 API 로 개발된 배관모델 생성/수정 모듈을 

이용하므로 이질감 없이 통합된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작업할 수 있다. 

실제로 사용자는 기본기능과 신규 추가 개발 항목을 구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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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준비작업 

 

Figure 83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라우팅 준비작업 

라우팅 

 

Figure 84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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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분석 

 

Figure 85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P&ID 분석 

모델정보등록 

 

Figure 86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모델 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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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배치 수행 

 

Figure 87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자동배치 수행 

 

배치결과수정 

 

Figure 88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배치결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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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검토 2D 

 

Figure 89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공간검토 2D 

공간검토 3D 

 

Figure 90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공간검토 3D 



 

 

125 

 

배치적합성 평가 

 

Figure 91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배치 적합성 평가 

 

배관모델 수정 

 

Figure 92 배관 자동배치 업무 GOMS 분석 – 배관모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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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식으로 정신적 부하 평가를 수행하였다. 

 

배관자동배치 전체 

 

Figure 93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전체 

전체적으로 정신적 요구의 비중이 약간 줄었다. 그리고 전체 스코어가 

59.3 으로 기존 배관배치 업무 스코어 63.8 대비 약 8% 정도 감소했다. 

비중은 상대적이지만 Mental Workload 점수의 감소는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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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준비작업 

 

Figure 94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라우팅 준비작업 

라우팅 

 

Figure 95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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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정보등록 

 

Figure 96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모델정보 등록 

 

배치결과 수정 

 

Figure 97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배치결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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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모델 수정 

 

Figure 98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평가결과 – 배관모델 수정 

배관모델 수정과정은 자동배치 시스템에 추가된 과정이다. 자동배치 

결과를 확인하면서 라인을 편집 및 수정하는 기능이다. 이는 독자적인 

기능으로 기존의 배관 모델 시스템에서도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정신적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은 기존 동일기능 

대비 편리함을 평가하는 것으로 배치적합도를 위한 정신적 요구 외의 

실제 수정부분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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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과 

 

Figure 99 소요시간을 고려한 배관 자동배치 업무부하 그래프 

위 그래프는 모델정보등록- 자동배치수행 – 배치결과 수정으로 

이루어지는 배관자동배치 모델링의 Mental Workload 평가결과를 실제 

측정시간의 가중치를 곱한 것으로서 자동배치 모델링 수행 중의 전체 

정신적 업무부하가 된다. 

위의 결과를 보면 우선 시간이 단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정신적 업무 부하도 감소했다. 전체 구성 요소 중에 정신적 요구 부분의 

비중도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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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토 

 

Figure 100 소요시간을 고려한 배관배치 업무부하 그래프 

위의 그래프는 기존 배관배치 설계 업무의 정신적 업무부하 그래프이다. 

 

Figure 101 배관 수동배치와 자동배치 업무부하 비교 

위 그래프는 두 배관배치 설계업무의 정신적 업무부하를 비교한 것으로 

정신적 부하분석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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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를 통해서 조선해양 현업 CAD 환경에서 자동 배관배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자동배치 시스템은 전체적인 배관배치 설계업무 

부하의 감소를 목표로 현재의 배관배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된 설계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배관배치에 적합하게 

개선된 그래프 기반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과 설계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선해양 배관배치 설계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과업수행 

심성모델 구성기법인 GOMS 를 적용했다. 설계자가 CAD 시스템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설계 행위를 설계자 - CAD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작업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설계업무를 진행단계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 

분석했다. 분석된 단위 배관배치 설계 업무들은 각각 Goal, Operation 

Method 와 Selection 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층구조를 이루고 진행순서에 

따라 CAD 시스템상에서의 배관배치 업무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GOMS 

방식에 의한 분석은 설계 단위행위의 의미나 기능 보다는 수행자 

입장에서의 평가를 통한 분석이므로 조금 더 설계자 관점에서 

설계절차를 분석할 수 있다. 

GOMS 표현기법에 따라 단위업무들로 분석된 배관배치 업무를 대상으로 

주관적 업무부하 측정기법인 NASA-TLX 를 적용하여 정신적 업무부하 

측정을 수행했다. 배관배치 중에 설계자의 직접 설문과 관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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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배관배치 업무의 정신적 부하를 분석하였다. NASA-TLX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처리하는 중의 정신적 부하분석에 적합 

하지만 GOMS 분석을 통해 단위수준으로 나뉘어진 설계업무는 설계자 – 

CAD 시스템간의 정보의 흐름으로 단순화 가능하므로 적절한 평가 

체계가 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부하 분석을 통해 기존의 배관배치 업무에서 주요한 

정신적 부하작업은 주로 경로결정을 위한 공간 검토작업, 

정리작업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서 배치자동화 기능 

및 강화된 수정기능을 포함한 배관배치 설계절차를 정의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배관배치 자동화 알고리즘은 그래프 최소비용 탐색 알고리즘인 A* 

알고리즘을 이용했으며 A*알고리즘에서 휴리스틱 비용추정 부분의 

개선을 통해 벤딩 비용과 선호공간 진행비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선호공간의 정의는 자동배치 중에 기존 파이프 서포트/트레이 

공유, 특정 장비로부터의 유격 유지, 특정 위치에서의 밸브 컨트롤등 

다양한 배관배치 설계 프렉티스 반영에 활용될 수 있다.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은 조선해양전용 CAD 시스템인 Tribon M3 의 

API 를 이용해서 구현되었으며 배관배치를 위한 모델정보 획득 및 

자동배치 결과에 의한 배관모델 자동 생성 및 모델 수정 등이 CAD 

시스템 내부에서 수행된다.  

개발된 배관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새 

업무절차에 대해 GOMS 분석 모델링 하고 이들 단위 업무를 N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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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X 를 적용하는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정신적 업무부하를 측정했다. 

결론적으로 배관배치 자동 시스템을 포함한 새로운 배관배치 설계 

절차가 기존 배관배치 업무 대비 업무부하의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35 

 

5.2 연구의 의의 

인간의 과업수행 중의 정신작용을 모델링 하기 위한 GOMS 분석기법을 

적용한 배관배치 업무분석은 설계과정을 인지와 반응 작용으로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CAD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설계업무를 진행하는 

설계자의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단위와 절차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는 Goal, Operation Method 와 Selection 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AD 기반 자동화와 같은 기능 시스템 개발의 기본 단위로도 

자연스럽게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업무부하 측정기법의 하나인 NASA-TLX 를 적용한 절차를 통해 배관배치 

설계자의 정신적 업무부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며 평가결과는 

실무 배관 경력 설계자의 업무부하에 대한 경험적 인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관적 정신부하 평가 방법이 배관배치 설계와 

같은 복잡한 업무에도 적절한 사전 업무분석과 업무단위분할을 통해 

실용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기존의 자동배치 시스템 연구개발의 접근방법이 주로 배치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유효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설계자의 

배치결과를 자동배치 결과만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았다. 선박의 

기관실과 같이 복잡한 공간에서의 실제 배관배치 설계 업무를 분석해 

보면 주로 수많은 주변모델을 고려해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과 배관배치 

설계지식과 지침 등을 고려하고 체크하는 과정 등이 비교적 정신적 

업무부하가 높은 편임 알 수 있다. 이는 배관배치 설계업무 부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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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관점과도 일치하고 대부분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기능이다. 하지만, 정신적 부담이 크지 않는 다양한 

단위업무들 예를 들면, 뷰 정리나 설정 등의 정리작업, Spec 확인, 

P&ID 검토, 수정작업등도 실제 수행시간과 업무부하를 동시에 고려하면 

총 업무부하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빠른 자동배치 수행 후에 이를 적절한 

수정기능으로 간편하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배치설계를 완성하는 

설계절차를 구성하고 배치 외에 CAD 시스템 내에서 매우 빈번하게 

수행되는 배관배치의 다양한 단위 업무를 통합하고 자동화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모 설계시스템과의 모델정보 등의 

교환을 위해 중립파일과 같은 외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환경인 것에 

비해 본 시스템은 실제 설계업무 CAD 환경에서 제공되는 개발환경을 

활용하여 통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배관배치 설계작업의 

업무부하를 경감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배관 자동배치 시스템이 구성 될 

수 있었다. 

 

5.3 향후 연구 

NASA-TLX 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각과 주의중심의 정신적 업무부하를 

측정하는 기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운전이나 항공관제, 시스템 

모니터링등 주의 집중의 감시 및 대응업무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설계업무는 인간-컴퓨터 시스템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업무흐름을 

주관하므로 더욱 복잡하고 복합적인 정신작용이 수반되는 배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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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같은 업무의 정신부하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잡한 설계업무를 적절한 수준의 단위업무로 분할해서 

적용했지만 조선해양 설계의 특성을 더욱 반영할 수 있는 업무부하 

측정법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CAD 설계시스템(Tribon M3)과 비교적 소수의 설계자를 대상으로 

업무부하를 분석한 것으로 더욱 일반적인 배관배치 업무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배관 모델과 다수의 배관설계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수의 배관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알고리즘의 특성상 배치 순서가 

배치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현재 개발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 순서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순서에 따른 영향을 

미리 평가해서 제시하는 방안이 있다면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설계자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배관설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브랜치를 가지는 배관모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의 시스템은 단일 시작점과 단일 종료점을 가지는 

모델만을 지원하므로 사용자가 브랜치를 단일 경로로 분할 해서 

입력하는 방식이다. 이에 단일 시작점과 다수의 종료점을 가지는 브랜치 

모델이 가능한 배치 알고리즘으로 추가 개발 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스템은 배치공간의 선호도 지정을 설계원의 판단과 선택에 

의존하고 있으나 배관배치 설계지식을 고려해서 선호공간 선정을 자동화 

하거나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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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향후에 조선해양 설계의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업무분석 및 부하측정 체계를 적용한다면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설계 부하를 

감소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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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배관정보 입력 시스템 상세 

위치 정보 관리 모듈을 실행 시 embedding GUI 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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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할 배관 라인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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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간상에 이미 배치된 장비 등의 장애물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등록된 장애물을 화면상에서 그 영역을 확인 해보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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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의 영역에 문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한 확장 등을 하기 위한 

기능이다. 

 

등록된 장애물 모델을 화면에 인서트 해보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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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장애물을 행 삭제를 통해 제거하는 기능이다. 

XML 로 저장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는 바로 배치 최적 알고리즘 

모듈에서 입력정보로 읽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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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모델 수정 시스템 상세 

점 편집 수정기능으로서 기존의 트라이본 라우팅 수정기능에 비해 훨씬 

수월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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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이동기능으로 단순히 노드 점의 이동만으로 라우팅을 수정한다. 

 

점 삭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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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추가 기능 

 

점 삭제 후 추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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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직선라인 단위의 수정/편집 기능 

 

단위 라인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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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라인의 이동 

 

라인의 회전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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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본의 경우 아이소뷰 기반의 3D 작업보다 평면뷰 에서의 2D 

작업이 훨씬 수월할 때가 많은데 이처럼 2D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D 

모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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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SOURCE CODE 

Tribon CAD 환경에서 분리해서 독립실행이 가능한 코드. 파이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시화를 위한 출력은 범용 CAD 시스템의 하나 

인 Rhino 3D 의 Command 실행입력파일로 생성된다. 

구성클래스 

Node : 분할 공간의 노드의 위치와 인덱스 

BoxSpace : 분할 공간 내의 점유 공간정의 

PipeRouteAstar : 알고리즘 본체 

Main : 분할 공간 및 점유물 정의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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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실행부분 

파이썬 자료구조인 Dictionary 타입의 obstacleDic 변수에 점유공간의 

위치와 속성을 저장한다. 

역시 Dictionary 타입의 fitnessBoxDic 변수에 선호공간의 위치와 

선호도등의 정보를 지정한다. 

DataDic 은 분할 공간의 정보를 가진 dictionary 타입으로 

PipeRouteAStar 객체 생성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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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research, an automatic pipe routing system operated in a 

shipbuilding CAD environment is developed. 

The system is aimed to reduce total workload of pipe routing design.  

Workload estimation and analysis enable us to improve pipe routing 

design and consequently, diminish overall workload of the system under 

consideration. This new design process has a graph based optimization 

algorithm for pipe routing and design support functions. 

The pipe routing design process is analyzed by employing a GOMS 

(Goal, Operation, Method, Selection) describing the design process in 

which designer need to carry out tasks on a CAD system. 

This GOMS modeling of pipe design work consists of functional unit 

tasks. Each unit task has a different Goal, Operation, Method and 

Selection according to GOMS notation and the series of this unit task 

describes pipe routing design process on a CAD system. 

A workload of pipe routing design is estimated by applying a NASA-TLX.  

The NASA-TLX is a kind of subjective measure for mental workload 

consisting of six subscales that represent independent aspect of 

workload: Mental, Physical, Temporal Demand, Frustration, Effort, and 

Performance. This NASA-TLX measurement is applied to the designer 

who is achieving unit pipe routing works of GOMS analysis. The su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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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workload measurement is the total workload of pipe routing design 

work. 

The workload in this research means mainly mental load that occurs in 

interaction between designer and design task when resource and 

capacity is limited to achieve a goal.  

Through NASA-TLX analysis, major workload tasks are identified among 

all unit design works. Those heavy workload tasks are mainly related to 

searching available space with narrow and complex constraint and 

manipulating view in a CAD system. 

Having this workload analysis, a new pipe routing design process is 

designed to reduce workload.  Compared to old process, the new 

routing process additionally has automatic routing sub-process and pipe 

routing modification process characterized by enhanced functions in a 

CAD system. 

A main algorithm of automatic routing system is an A* graph algorithm. 

It is a path finding algorithm with the best-first search strategy and it 

uses a heuristic cost function that determines which node may visit from 

a certain node.  A sophisticate modification is developed for the 

strategy of heuristic cost function and for its update rule. The pipe 

routing design knowledge and practices are considered in the heuristic 

strategy keeping the monotonic admissibility which (simultaneously) 

guarantees finding the optimum path in the network. In this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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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function, a bending pipe which causes higher cost is considered, 

and space preference which represents design practices such as pipe 

support sharing, valve accessibility and so on. 

This automatic pipe routing system is developed in the shipbuilding CAD 

using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nd integrated seamlessly in 

the pipe design system. This integrity also contributes reducing workload 

of pipe routing design.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automatic routing system, the modified 

pipe routing design process is also modeled into unit design works by 

GOMS and is evaluated with NASA-TLX to estimated workloa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ductions in the total workload 

and pipe routing time to fulfil the same quality of pipe routing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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