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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개발 

 

이름 : 이 상무 

학과 : 조선해양공학과 

지도교수 : 신 종계 

 

조선 생산 일정계획은 조선소의 환경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겠지

만 일반적으로 계획기간과 목적에 따라 선표 계획, 대일정 계획, 중

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순으로 수립한다. 각각의 계획은 계획 기간 

및 상세화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 특히 선표계획은 3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조선소의 수주 목표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계획이지만 

계획 단계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일정계획의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계획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선표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후행 일정계획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조선소의 사업전략 및 목표와 요구사항

을 모두 반영하여 선표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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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평가 방법론 및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

어 왔다. 이종무(2007)는 조선 일정계획에 대하여 관점별 계획별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요구사항별 평가 핵심정보를 기술하여 일정계

획을 정량화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이승윤(2012)은 계

층적 분석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한 선표계획 평

가항목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이는 선표계획

의 절차를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한 후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량적 방법론이다. 

하지만 초기 선표계획에 대한 적용방안이 개념화되어 있어 실제 조

선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며 선표계획 평가에 대

한 검증을 수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표계획을 초기 수립단계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선표계획의 절차를 분석하고 이와 연관된 조선 생산 데이터를 정의 

및 수집한다. 데이터의 재활용성과 가용성을 향상시켜 중립적인 생

산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이동건(2013)이 제안한 6-

Factor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선 정보모델을 구축하였다. 이후 일정

계획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종무(2007)가 제안한 조선 생산계획 평

가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초기 일정계획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이 미

비한 점을 보완한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일정계획 수립 시 사

전에 검증하여 우수한 선표계획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하위일정계획

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항목

이 변경되어 생산정보를 재 수집해야 할 경우 조선 정보모델을 이

용하여 정보의 재활용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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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1.1.1 조선 생산 환경의 변화 

 

21세기 국내 조선 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신흥 조선국의 성장, 

건조 제품의 다양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의 과 포화

된 선박들과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급감은 조선소의 주력 제품

군인 상선 수주 감소로 이어졌으며 중소형 조선소는 파산 혹은 법

정관리로 조선 상선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였으며 대형 조선소 또

한 해양 플랜트, 풍력 산업 등 중장기 사업전략을 수정하는 등 회사 

존폐의 기로에 위치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 조선소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스템 개발, 통합 일정계획 수립 시스템 등 기존의 생산 정

보 및 계획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Choi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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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설비 혹은 공정에 특화된 시스템이거나 조선소별 통

일되지 않은 생산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지엽적인 일정계획 수립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다양한 호선 조합(product-mix) 구성

과 새로운 해양플랜트 생산품에 대한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문

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형 조선소들은 일정계획의 수립 및 평가의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선 생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효과적인 

일정계획 수립 및 검증 방안을 연구하는 중이다.  

본 논문은 목적이 상이한 이익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생산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1.1.2 조선 선표계획 평가의 문제점 

 

조선산업에서 생산계획은 조선소의 한경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

겠지만 일반적으로 계획 기간과 목적에 따라 선표계획, 대일정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등으로 구분한다(이종무, 2007). Fig. 1은 

조선 산업의 일정계획 체계를 분류하고 각 단계별 목적을 정의하였

다(김현수, 2010).  

최상위 일정계획인 선표계획은 향후 3 ~ 7 년간의 도크별 건조계

획으로 조선소의 연간 매출액 목표를 만족시키고 수주 선박들의 

key-event를 고려하여 호선 조합을 결정한다. 이는 조선소 건조 

능력 범위 내 공종별 물량 및 시수 부하가 일정하게 분배되도록 함

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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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정계획은 수립된 선표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소 주요자원

을 고려한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조선소의 부하 관리(capacity), 선

표 호선에 대한 계획 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이후 하위 일

정계획에 대한 중일정 activity 계획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 소일정

계획을 바탕으로 작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언급한 조선 일정계획은 조선소의 공정 및 가용 자원에 대

한 운영 기준이 되는 정보로서 생산계획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수행가능한지에 대한 척도가 된다. 또한 계획 영역에 대한 분류 기

준은 planning과 scheduling으로 분류된다. planning은 조선소의 사

업전략 및 영업목표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생산 계획 영역을 의미하며 언제(when), 무엇을(what)을 만들지 

결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scheduling은 주요 설비시설, 작업장, 장

비, 작업자 등 직접적으로 제약이 되는 사항들을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잇는 단기 작업 계획

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상위 일정계획인 선표계획은 planning 영역으로 중장기 

사업전략과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할당된 작업(what)을 언제

(when) 수행할 것이며 이때 필요한 자원을 어디(where)에서 누가

(who) 수행할지를 결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일정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표계

획을 수립 및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향후 일정계획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한다. 선표계획의 산출물인 선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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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정의한 후 선표계획 수립 단계 및 검증과정에서 발생 가능

한 문제점들을 기술한다. 

 

Fig. 1 Classification for scheduling planning of shipyard 

 

선표계획의 최종 산출물인 선표는 선박건조의 4대 key-event인 

강재절단(steel cutting, S/C), 용골거치(keel laying, K/L), 진수

(launching, L/C), 인도(delivery, D/L)의 건조일정을 도크별로 작

성한 표이다.  

아래의 Fig. 2은 도크 A에서 건조 예정인 호선 A, B, C에 대한 

주요 key-event 일정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 선표의 분류는 수립

목적, 수립시기, 호선계약정보반영에 따라 크게 4개의 선표로 분류

된다. 연초 전략선박을 중심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전략 선표가 수립

되며 연말 연간 사업계획과 영업선박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선

표 및 영업선표가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이후 수주확정선박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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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최종 확정선표가 수립된다.  

 

Fig. 2 An example of description for dock in a shipbuilding plan  

 

선표를 수립관점과 평가 관점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선표계획을 수립 시, 조선소별 상이한 APS(Advanced Planning 

and System)시스템으로 절차가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는 각 세부 

단계별 사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정 공정이나 단일 관점에

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평가 관점에선 최종 확정된 

선표의 한정된 정보가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이는 호선별 key-

event 정보와 도크 정보만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온전한 선표계

획을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계약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영업선표는 

존재하지 않는 생산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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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확정선표의 경우 선표계획 절차가 다양한 관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지 알 수 없다. 

Table 1 Classification of shipbuilding plans 

구분 수립목적 시기 계약정보반영 

중장기전략선표 

중장기 사업전략 반영 

전략선박 중심의 건조계획 수립 
연초 X 

사업계획선표 연간 사업계획 반영 연말 X 

영업선표 영업선박 정보 반영 수시 X 

확정선표 
수주확정선박 정보 반영 

연간 건조계획 변경 

수시 O 

 

선표계획은 현재 도크 일정과 공정별 부하를 고려하여 호선 조합

을 구성하며 이는 2가지 달성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첫번째, 조선소 CEO(chief executive officer) 관점에서 당해년

도 목표 매출액을 판단하며 이는 조선소의 사업성패를 판단하는 가

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두번째, 조선소 설비 및 공종별 부하 평준화를 평가한다. 조선소

는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타 생산산업과 달리 설비 및 인력 

자원에 대한 자유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가용 설비 시설의 이

용률을 최대화하며 잔여 작업물량이 최소화되는 일정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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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과정에서 조직관점, 평가관점에서 3가지 문제점이 발생

된다. 첫번째 문제점은 영업선표를 평가할 경우 존재하지 않는 생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

점은 확정선표계획을 평가 시, 기 수립된 생산정보에 대하여 평가기

준이 모호하며 선표계획 전문가에 의존하는 문제점이다. 이는 다양

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특정 주요 

공정 및 단일 관점으로 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합

리적인 의사결정 도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문제는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생산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의 어려

움이 발생된다. 평가항목이 변경되거나 조선소의 영업전략 및 사업

계획이 변경될 시, 관련된 생산정보를 재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방대

한 시간이 소요됨이 주요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표계획 평가 시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존재하지 않는 생산정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 평가를 수행함 

◆ 복수의 이해당사자간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선표계획 수립 단

계에서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조선 생산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에 대

해 막대한 소요시간이 소모되며 관리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 

위의 3가지 문제점과 연관된 관련 연구의 현황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두번째 꼭지에 해당되는 생산계획 평가 방법론 및 시스템관련 

연구와 세번째 꼭지에 해당되는 조선 정보모델 관련 연구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후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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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의 현황 

 

1.2.1 생산계획 평가 방법론 및 시스템 관련 연구 

 

조선 일정계획의 초기 시뮬레이션으로 생산계획 평가 방법론은 

조선소의 건조 가능한 선박들의 종류와 크기가 다양해지고 대형 설

비시설과 인력자원을 토대로 발생되는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

생되는 조선소 내, 외적인 문제를 예방하고자 연구되어 왔다. 초기 

생산계획의 평가 관련 연구는 중일정계획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었으며 실행계획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 및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이론(theory of constraint, TOC) 기법을 이용한 선표의 호

선 조합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을 연구한 Kim et al.(2009)

은 선표의 호선 조합 수립 시 도크에 종속되어 제약공정으로 작용

하는 선행탑재와 안벽 공정을 제약요소로 정의 한 후 관리회계 방

법론인 throughput accounting을 이용하여 제약요소를 최대한 활용

하며 매출액이 가장 높은 호선 조합 조합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김연민(2009)은 column-generation 기법을 이용하여 도크 공간, 

자원 제약하의 최적화된 도크 계획을 제시하였다. 초기 일정계획의 

주요 제약요소인 도크와 자원제약요소를 고려하여 도크계획모델과 

호선 조합 생성모델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며 최적화된 도크계획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손은종(2013)은 제약이론(TOC) 기

법을 이용한 선표계획 단계에서 부하 평준화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선표수립 방법론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중일정계획 중심의 조립,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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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정 등 부하 평준화의 정도 향상을 위하여 선행연구로 수행되어

야 하는 선표계획 단계에서 부하 평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소

를 선정하고 이를 만족하며 부하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일정계획 검증을 위한 생산계획 평가 방법론 관련 연구로 이종무

(2007)는 자크만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

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는 조선 생산계획 프로세스를 각 계획 별로 

정립한 후 각 단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선소 조직 관

점별 생산계획 단계별 요구사항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요구사항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평가주체, 시기, 목적, 방법, 연계로 구성된 평가 

핵심정보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계획별 관점별 요구사항을 

정량화하여 우수한 선표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였다. 이승윤(2012)은 계층적 분석과정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조선 선표계획 평가 방법론을 제안

하였다. 선표계획 절차를 IDEF0(integrated definition 0) 방법론을 

통하여 입력, 출력,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 

평가 항목을 도출한다. 도출된 평가항목들을 전략관리, 시수관리, 물

량관리 측면으로 상, 하위 계층구조화 한 후 AHP를 이용한 계층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이후 평가항목별 개념적으로 정의한 산식을 토

대로 점수화를 수행하며 가중치 정보와 점수 정보를 고려한 선표계

획 점수를 도출한다. 

조선 계획 시스템 관련 연구로는 생산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계

획 시스템의 개발, 특정 공정과 작업 연계를 통한 생산계획 시스템 

개발, 유전알고리즘 및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 부하평준화 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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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었다. 최수열(1994)은 tree 탐색기법과 누적부하곡선을 

이용하여 부하 평준화된 선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대우조선해양의 통합 일정계획 시스템 구축을 위한 

DAS(daewoo shipbuilding scheduling) 프로젝트에서는 탑재 일정

계획(DAS-erect), 조립 일정계획(DAS-react) 등 내업의 일정계

획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 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을 연구 개

발하였다.  

 기존의 중일정계획 관련 평가 연구는 부하 평준화가 고려된 기 

수립된 초기 선표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가정 하에 하위 일정계획의 

제약요소인 탑재, 안벽 등 특정 공정에 한정하여 최적의 일정계획을 

수립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아울러 초기 선표계획에서 제약요소 이

외 평가요소로 고려되는 항목은 없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생산계획 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선표계획, 중일정계획,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전 생산계획에 대하여 평가방법론을 제안하였

다. 하지만 물량 부하 평준화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일정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각 초기 선표계획 단계에서 생산정

보 분석 및 요구사항 추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실제 조선소의 생산정보를 추출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한 연구로 미흡하다.  

계획 시스템 관련 연구로는 조선소 특정 환경에 맞춰진 시스템 

개발이 주를 이루며 수립한 일정계획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선표계획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정보를 추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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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와 Table 3는 평가 방법론 및 시스템 관련 연구별 비교

분석 결과이다. 앞서 분석한 5개의 선행연구를 평가항목, 범위, 생

산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번째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평가항

목이다. 선행연구 모두 선표계획의 제약요소인 도크와 선행탑재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외 평가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비

한 상황이다. 두번째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범위이다. 선표는 

최상위 일정계획인 선표게획에서 수립이 되지만 평가를 위한 연구 

범위는 중일정계획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선표계획을 연구범위

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생산정보 관점이다. 실제 조선소 생산정보를 사용하기 위

한 적용방안은 미비한 상황이며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관

련 연구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모델 연구에 대한 관련 

연구의 현황도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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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terature reviews of assessment framework and system (1) 

 
이종무(2007) 김연민(2009) 

김인일 et 

al.(2009) 
이승윤(2012) 

손은종

(2013) 

평가 대상 전체 생산계획 도크계획 
호선 조합 

수립계획 
선표계획 선표계획 

평가 항목 

선표계획 

제약요소 
△ 도크 

도크, 안벽 

선행탑재 

도크 

선행탑재 

도크 

선행탑재 

그 외 

평가요소 

관점별 계획별 

평가요소(30개) 
X X 

매출액, 페널티, 안벽, 

부하/부하평준화 
X 

연구 범위 

선표계획 △ O X O X 

대일정계획 O X X O X 

중일정계획 O X O X O 

소일정계획 O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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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terature reviews of assessment framework and system (1) 

 
이종무(2007) 김연민(2009) 

김인일 et 

al.(2009) 
이승윤(2012) 손은종(2013) 

연구 방법론 
Zachman 

Framework 

Column 

Generation 
TOC AHP TOC 

평가 프레임워크 O O O O X 

평가 시스템 O X O △ O 

생산 

정보 

사용여부 O X O X O 

적용방안 
△ 

(평준화에 한함) 
X 

△ 

(매출액에 한함)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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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조선 정보모델 관련 연구 

 

일정계획의 초기 시뮬레이션으로 선표계획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

는 모든 조선 생산 데이터는 재활용성과 가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조선 정보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조선 정보모델이란 일정계획 평

가 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생산정보를 제품, 공정, 공장, 자원, 인

력, 공간 정보로 분류하여 구축한 모델을 의미한다.  

기존의 자동차 생산 산업은 라인 생산 방식의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제품, 공정, 자원 관점에서 정보모델을 구축 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조선 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며 각 일정계획 별 사용

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관리 방법론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선소 시뮬레이션 관리 방법론 관련 연구에서 이동건(2013)은 

제품, 공정, 설비, 공간, 자원, 일정을 이용한 조선소 시뮬레이션 관

리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기종 시뮬레이션간 모델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 모델을 정의하였다. 아울러 이동건(2014)은 초

기 생산계획을 평가할 수 잇는 조선소 생산 환경 시뮬레이션 방법

을 제시하였다. 조선소의 다양한 생산 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PS 등 과 호환성, 실제 활용방법, 시뮬레이

션 요소기술을 제안하였다. 

일정계획 검증을 위한 생산관리 관련 연구로는 Kim et al.(2012)

은 신규 조선소의 설비계획단계에서 대일정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이사건 시뮬레이션을 제안하였다. 이는 대일정계획 평가를 위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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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량정보, 공정정보, 설비정보의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확

률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설비용량의 적절성 예측을 위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Lee et al.(2011)은 중일정계획을 검증하기 위한 조선해

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개념을 제안하였다. 중일정계획과 실

행계획간 정보모델 연동으로 조선 해양 일정 수립을 지원한다.  

Table 4, Table 5, Table 6는 조선 정보모델 관련 연구별 비교분

석 결과이다.  앞서 언급한 4개의 조선 일정계획 시뮬레이션 선행연

구에 대하여 연구 범위, 모델 관점, IDEF0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첫번째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범위이다. 조선 정보모델 관

련 연구 중 최상위 일정계획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두번째 선행

연구의 한계점은 조선산업의 생산시스템 분석 방법론으로 제안된 

모델 관점의 분류 항목 중 공간/작업자에 대한 모델 분석이 일부 미

흡하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선행연구의 한계점은 정보모델 수립 시 

입력과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제어 관점의 모델 분석이 미흡하다. 

아울러 상위 생산정보를 추적 및 조회 할 수 있는 계층 관점의 모

델 분석이 선행연구에서 미흡하다. 

 

 

Fig. 3 Problem selecting production raw data from shipyard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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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terature reviews of shipyard information model (1) 

 

이필립&황인혁

(2011) 
김광식 et al.(2012) 이동건(2013) 

이동건&오대균

(2014) 

평가 대상 
조선 생산공정/

일정계획 
조선소 설비공정 조선 시뮬레이션 선표계획 

평가 목적 

생산공정과 일

정계획간 통합 관

점의 상호검증 

신규 조선소의  

설비용량 적절성 분석 

시뮬레이션 중립 

데이터모델 구축 

시뮬레이션을 이용

한 선표계획 평가 

연
구

 범
위

 

선표계획 X X X O 

대일정계획 X O X X 

하위일정계획 O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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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terature reviews of shipyard information model (2) 

 

이필립&황인혁

(2011) 
김광식 et al.(2012) 이동건(2013) 

이동건&오대균

(2014) 

모
델

 관
점

 

제품/공정/일정 O O O O 

설비 △ O O O 

공간 △ X O O 

작업자 △ X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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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Literature reviews of shipyard information model (3) 

 

이필립&황인혁

(2011) 
김광식 et al.(2012) 이동건(2013) 

이동건&오대균

(2014) 

𝐈𝐈
𝐈𝐈𝐈

 

입력/출력 관점 O O O O 

제어 관점 X X X X 

흐름 관점 
O 

(공정/자재흐름) 

△ 

(선체조립;탑재) 

△ 

△ 

(공정, 일정 모델) 

계층 관점 X O (선박 WBS∗) △ X 

모델 재활용성 
△(시뮬레이션 전용 

일정계획에 활용 가능) 

△(시뮬레이션 전용 

공정 관련 활용가능) 

O (XML 스키마

를 이용한 중립모

델 활용 가능) 

△ (시뮬레이션 전

용 일정계획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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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목표 및 필요성 

 

1.3.1 연구 목적 

 

관련 연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표계획 평가

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한 후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을 정의한다.  

첫번째로 평가 방법론 및 시스템 관련 연구는 중일정계획 중심의 

특정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가 수행되었다. 이는 각 공종

별 제약요소 외 평가항목에 대하여 고려한 연구는 미비하며 이승윤

(2012)에 의하여 선표계획에 대한 평가 방법가 제안되었지만 조선

소 선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평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평

가항목별 정량화 시 실제 생산 정보를 적용하여 검증한 연구는 미

비한 상황이다. 이종무(2007)가 수행한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

워크는 계획별 관점별 요구사항을 수집 후 평가 핵심정보를 기술하

여 일정계획 평가 정량화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선표계획에 대한 요

구사항 분석과 생산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이 미흡하며 평

가 방법론은 제안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

이다. 따라서 선표계획 단계에서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량화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인 조선 정보모델 관련 연구는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하여 

조선 생산 정보를 PPR(product, process and resource) 혹은 

PPR-S(product, process, resource and schedule) 관점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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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분석하였으며 중일정 단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최상위 일정계획인 선표계획 단계에서 조선산업에 특성을 

고려한 6-Factor 방법론(이동건, 2013)에 따라 정보모델을 분류하

고 효과적인 정보 관리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Table 1와 같이 선표계획, 대일정

계획으로 한정하며 연구 목적은 아래의 4가지로 정의된다. 

◆ 초기 일정계획 평가 시, 존재하지 않는 생산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표준호선을 이용한 정보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선표계획 절

차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 입력, 출력 등 정보와 연관된 생산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조선 정보모델을 구축 

◆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집단별 요구

사항을 추출하고 이를 조선 생산정보를 활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

행(Fig. 4) 

◆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선표계획에 적합

한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 

◆ 신속한 선표계획의 검증을 위한 평가 시스템 개발 

 

 

Fig. 4 Assessment goals by different interes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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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연구 절차 

 

본 논문의 연구절차는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ig. 5과 같이 3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조선 정보모델 구축이다. 선표계획 평가를 위하여 사용 되어지

는 기초 생산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따라서 이승윤(2012)이 수행한 

IDEF0 방법론으로 분석한 선표계획 절차 결과에 대하여 각 각의 

항목에 대한 조선 생산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소별 

생산 시스템과 특정 평가 시스템에 종속되지 않으며 범용적으로 사

용 가능한 정보모델을 생성한다. 이때 사용된 분류 방법론은 이동건

(2013)이 제안한 6-Factor 분류 방법론에 따라 수집된 조선 생산 

정보를 제품, 공정, 일정, 설비, 공간, 작업자 관점에서 분류하여 정

보모델을 구축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이다. 앞서 정의한 

조선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선표계획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선

행연구로서 이종무(2007)이 제안한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

크를 선표계획 단계에 적용하였다. 선표계획 단계의 조직별 세부 절

차별 요구사항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생성하였

다. 평가항목별 연관된 조선 정보모델을 대응하여 평가산식을 구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의 정량화를 수행한다.  

세번째 단계는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이다.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평가 시스템 구성은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

방법론 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쉬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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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소 선표계획 평가 시

스템 기능을 정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

였다. 이후 시스템 구현단계에서 정의된 아키텍처에 따라 클라이

언트 단계, 솔루션서버 단계, 데이터베이스 서버 단계로 구성하여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구축한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실제 조선소 선표계획 사례를 바

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

목별 점수 분석 및 최종 선표계획의 점수를 도출하여 우수 선표

계획을 선정 한 후 결과를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 절차가 종료된

다(Fig. 5).  

 

 

 

 

Fig. 5 Assessment procedure of shipbuild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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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구축 
 

2.1 조선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2.1.1 조선 정보모델의 정의 

 

조선 정보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시뮬레이션에서 정보모델이란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기능과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관심 시스템을 

특성화하여 데이터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동건, 2013). 

기존의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진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개념 중 하나로서 

DM(digital manufacturing)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정보모델을 정

의하였다. 이에 대한 정보모델 구축 항목은 Wallace(2011)이 작성

한 factory physics에서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자원

(Resource)을 바탕으로 모델 구축방안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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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조선소의 생산 정보 혹은 조선소 시스템을 모델화하기 

위해서는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자원(Resource) 요소만

으로는 온전히 모델을 구축하기가 어렵다. 조선소는 설비 기반의 방

대한 인적자원이 투입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설비와 자

원 중심으로 일정계획이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생산 정보는 기존의 

PPR 관점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모델을 자원(Resource) 

관점을 자세히 분류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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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6-Factor 방법론 

이동건(2013)은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자원(Resource) 

요소 이 외 공장(Facility), 작업자(Labor), 공간(Space)를 추가하

여 6-Factor의 새로운 정보모델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정보모델 분류 방법론인 PPR-S 구조를 바탕으로 설비 

및 공간 기반의 조선소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Resource)정보

를 설비(facility), 공간(Space), 작업자(Labor)로 정보를 분석한 

정보 분류 방법론이다(Fig. 6). 이를 바탕으로 조선소 생산시스템의 

생산정보를 6개의 관점과 목적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향후 평가 시

스템에서 정량화를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된다. 조선소 기간 시스템 

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생산정보는 6-Factor를 이용한 조선 정보

모델 수립을 토대로 가용성 및 재사용성이 향상됨을 기대할 수 있

다.  

 

Fig. 6 6-Factor model structure of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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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정보모델 구축 방법 

 

정보모델 구축은 조선소별 일정계획 단계에서 사용되는 무수한 

생산 정보를 6-Factor의 하위 항목들과 대응하여 정보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조선 생산 정보를 제품, 공정, 일정, 설비, 공간, 

자원 항목 중 연관된 항목에 분류하며 연관된 항목이 중복될 시 상, 

하위 레벨을 고려하여 계층화한다.  

선표계획 단계를 기준으로 설명할 경우, 선행연구(이승윤, 2012)

를 통해 도출된 선표계획 절차 분석결과를 통해 각 세부 activity별 

입력, 출력, 제어, 메커니즘 정보를 정의한다. 이때 각 정보들와 연

관된 생산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6-Factor 항목별로 재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 정보모델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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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선 생산시스템 분석 및 정보 추출 

 

2.2.1 조선 생산 환경 및 관리 

 

조선소에는 정보관리, 계획 수립, 실적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다

양한 생산 시스템이 존재한다. 조선소 내 대표적인 생산 시스템은 

조선소 전사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ERP와 조선소 생산 계획

을 목적으로 하는 APS 그리고 생산실행계획 단계에서 실적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으

로 구성된다. ERP 시스템은 하위 3가지 시스템으로 분류가 가능하

며 이는 제품정보관리를 담당하는 BOM(bill of materials) 시스템, 

공급망 관리를 담당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시스템 

그리고 자재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조선소 생산정보는 다양한 생산시스템에 산재되어 있

으며 각 데이터를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수가 

소요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평가항목이 변경되어 수집 대상 데이터

가 변경될 시, 기존 정보모델의 낮은 재활용성 및 가용성이 문제로 

대두되어 정보모델 보완이 필요하다. 

 

 

 



제  2 장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구축 

 

28 

2.2.2 조선 생산시스템 구성 

 

조선 생산 시스템의 전체 구성은 ERP, APS 그리고 MES 시스템

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제품정보, 공급망 관리, 자재정보 등 총괄적

으로 조선소 전사 정보 관리를 하는 ERP 시스템에서 일정계획 수

립 시, 각 계획 단계별 필요한 생산정보를 사용한다. 각 작업별 절

차와 입, 출력 데이터는 APS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이후 실행단계

에서 각 공종 작업장에 대한 실시간 작업데이터가 MES 시스템에 

축적된다(Fig. 7).  

조선소 선표계획은 ERP 시스템, APS 시스템을 중심으로 생산정

보가 산재되어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주요 생산시스템으로 선정하

여 생산 데이터를 수집한다. 

 

 

 

 

 

Fig. 7 System relationship among ERP, APS and M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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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조선 생산시스템 선정 

 

선표계획과 연관된 생산정보는 ERP 시스템과 APS 시스템에 산

재되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 생산시스템을 APS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선표계획 절차를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 입력, 출

력, 제어 요소에 대한 생산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APS 시스템 내 생

산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 외 선표계획과 연관된 생산정보 중 

표준호선 정보는 자재정보관리에 해당되는 생산정보이며 생산시스

템으로 동일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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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선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구축 

 

2.3.1 조선 생산정보 수집 

 

조선 생산정보 수집에 앞서 선행연구 이승윤(2012)의 선표계획 

시스템 분석결과를 설명 한 뒤 문제점을 언급 한 후 조선 생산 정

보를 수집하겠다.   

선표계획은 최상위 일정계획으로서 하위 일정계획(대일정계획, 중

일정계획, 소일정계획, 실행계획)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평가

가 가능한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생산 계획을 담당

하는 APS 시스템으로부터 선표계획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업

무 흐름도(flow chart)는 아래 Fig. 8과 같다. 

 

 

 

Fig. 8 APS system procedure of H ship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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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별 선표계획 수립절차는 상이하므로 일반화한 선표계획 절

차를 수립하여 각 세부 단계별 생산정보를 분석해야 한다. Fig. 10

은 선행연구 이승윤(2012)이 조선소 APS 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선표계획 절차이다. 선표계획의 절차는 APS 시스템의 주요 

행위를 기준으로 4가지로 정의가 되었다. [Activity 1] 기초 입력정

보, [Activity 2] 선표 물량계획, [Activity 3] 선표 일정계획, 

[Activity 4] 선표 부하계산으로 구성된다. 이 후 IDEF0 방법론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입력, 출력, 제어 요소를 추출한다.  

IDEF0 방법론이란 1981년 미 공군에서 생산시스템 분석 및 설

계 목적으로 개발한 모델링 방법론으로, 조직이나 시스템의 의사결

정, 행동, 활동을 시각적으로 모델화하는 방법론이다. 목적에 따라 

IDEF0 방법론은 다양한 모델링 기법으로 분류되며 선행연구의 선

표계획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론은 “기능 모형 모

델링”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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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F0 방법론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Activity 단위의 계층구조를 

통하여 표현한다. 각 단계별 activity는 ICOM(input, control, 

output and mechanism) 분석을 토대로 입력, 출력, 제어, 메커니즘 

요소로 분석된다(Fig. 9).  

입력(input) 요소는 필요한 데이터로서 activity가 수행됨에 의하

여 소모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표현한다.  

출력(output) 요소는 activity가 수행결과로 산출되는 데이터이다. 

1차 가공 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이 출력에 해당된다. 

제어(control) 요소는 activity 수행을 제어하는 제약조건이다.  

메커니즘(mechanism)은 activity가 수행되는 주체를 의미한다. 

작업자, 기계, 시스템 등이 메커니즘에 해당된다. 

 

 

Fig. 9 Graphic descriptions of IDEF0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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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F0 방법론을 이용한 선표계획 절차 분석결과는 아래의 Fig. 

10과 같다. APS 계획시스템인 mechanism을 제외한 input, control, 

output 요소를 바탕으로 조선 생산정보를 분류하였다. 

 

 

 

 

 

 

Fig. 10 Research result of production planning using IDEF0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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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llection result of shipyard production information against input elements 

입력정보(Input) 조선 생산정보 

I1 호선기본정보 
선표케이스 정보(ID, 작성자, 최초 수립일자, 최종 수정일자), 호선 정보(호선 id, 호

선 명, 선종, 계약 선가, 표준호선타입), batch 정보(batch ID, batch 개수) 

I2 작업일정보 년도별 휴무정보(공휴일, 일요일, 휴무, 휴가), 가용 작업일수, 공종별 가용작업인원 

I3 호선시수정보 표준호선정보(표준호선 ID, 표준시수) 

I4 호선물량정보 표준호선정보(표준호선 ID, 표준물량, G/T, N/T,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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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llection result of shipyard production information against control elements 

제어정보(Control) 조선 생산정보 

C1 영업목표정보 
목표 매출액, 영업호선정보, 주력선종 정보, 건조 가능한 시리즈 호선정보, 전략호선정

보 

C2 설계정보 
표준호선정보(호선 ID, 호선 종류(type), 호선 선종, 호선 총 작업 시수, 총 작업 물

량) 

C3 전사리소스 사업계획정보, 연간 생산성지표, 선주정보(국적, 계약실적정보, 계약호선정보) 

C4 공정계획정보 탑재 이전의 선행공정과 탑재 이후의 후행공정 계획 정보 

C5 설비Capacity 
도크 설비 부하정보(capacity);(도크 ID, 도크 주요치수, 년간 가용도크 면적, 최대 

tandem 블록 치수) 

C6 직종Capacity 
선각(조립, 선행탑재, 탑재), 의장(기관, 전장, 의장, 시운전), 도장 공종별 최대 부하정

보 

C7 작업장Capacity 작업장별 최대 부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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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llection result of shipyard production information against output elements 

출력정보(Output) 조선 생산정보 

O1 호선도크배치 
도크 ID, 도크 type, 도크 내 호선 배치정보, 배치간격(도크-호선), 블록정보

(tandem 길이) 

O2 도크Batch정보 도크 batch ID, batch no., batch 시작일(K/L), batch 종료일(L/C) 

O3 호선안벽배치 
안벽기본정보(안벽 ID, 안벽 no., 안벽 형상, 위치, 제약정보), 안벽계류 시작일

(L/C), 안벽계류 종료일(D/L)  

O4 호선납기준수 호선별 S/C, K/L, F/T, L/C, D/L 일정정보 

O5 호선 조합 선표케이스 ID, 호선 ID, 호선 선종 

O6 호선/직종별가중치 호선별 키이벤트별 가중치(가공, 조립, 탑재 외 6개 공정별 작업 진도율 가중치) 

O7 계획일정정보 
9개 공종별 계획 작업 정보, 선행탑재 계획 작업 정보(탑재 블록 ID, 탑재 시작일, 

탑재 종료일, 탑재 작업 시간, 탑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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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llection result of shipyard production information against output elements 

출력정보(Output) 조선 생산정보 

O8 계획물량정보 
9개 공종별 계획 물량 정보, 선행탑재 계획 물량 정보(탑재 블록 ID, 블록 중량, 블

록 주요치수)  

O9 계획시수정보 
선각(조립, 선행탑재, 탑재), 의장(기관, 전장, 의장, 시운전), 도장공종의 인력운영

정보(운영인원, 출근율, 직접율, 근무시간, 공종별 할당 시수) 

O10 호선별부하 호선별 부하 정보(호선 ID, 호선별 총 작업량) 

그 외 O11, O12  정

보 

공종별 부하 정보(호선 ID, 공종별 작업량), 월별 부하 정보(호선 정보, 계획 시수정

보, 실적 시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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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6-Factor를 이용한 조선 정보모델 구축 

 

6-Factor를 이용한 조선 정보모델의 구축은 크게 3단계로 구성

된다. 첫번째, 선표계획 절차의 생산정보 수집. 두번째, 6-Factor를 

이용한 생산정보 분류. 세번째, 선표계획의 단계별 생산정보 분류이

다.  

앞서 선표계획의 절차별 ICOM에 따라 수집된 조선 생산정보를 

6-Factor 분류 방법론에 따라 생산정보를 재분류 하였다.  이는 기

존의 수집된 생산정보를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자원

(resource), 공장(facility), 작업자(labor), 공간(space)요소 중 연

관성이 높은 요소로 재 분류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표계획 절차의 단계별 요구되는 생산정보를 

분류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단계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외 생산정보는 정량화 시 사용하지 않아 생산정보

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제  2 장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구축 

 

39 

 

Fig. 11 A two-dimensional schema having axis planning and 6-Factor 

 

각 축 정보는 선표계획의 하위 4단계를 세로 축으로 정의하고 

6-Factor의 세부 항목들을 가로 축으로 정의한다. 위의 Fig. 11과 

같이 2차원 도식정보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선표계획의 기초입력정보를 예시로 조선 정보모델 구축과정을 설

명하겠다. [Activity 1] 기초입력정보의 입력, 출력, 제어 요소는 아

래의 Table 11와 같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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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nalysis result of ICOM for activity 1  

세부절차(Activity) 기초입력정보 

입력(Input) I1: 호선기본정보,  I2: 작업일정보 

출력(Control) 
C1: 영업목표, C2: 설계정보, C3: 전사리소스,  

C4: 공정계획정보 

제어(Output) 

O1: 호선도크배치정보 , O2: 도크Batch정보,  

O3: 호선안벽배치정보, O4: 호선납기준수정보,   

O5: 호선조합정보 

 

ICOM으로 분류된 각 항목에 대한 전체 조선 생산정보를 6-

Factor 관점으로 재 분류하여 조선 정보모델을 구축한다. 아래의 

Table 12, Table 13, Table 14는 선표계획의 생산정보를 6-

Factor로 분류한 결과이며 Table 15는 기초정보입력 단계에서 6-

Factor별 정보 분류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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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Analysis result of production planning by 6-Factor method (1) 

6-Factor Shipyard production planning data 

Product 

ship ID, ship info.(Kind, Description, Price, Dock info., Batch no., Quay info., DWT, C.G.T., 

Total tons, Compensation deferment, Middle payments(S/C, K/L, L/C, D/L)) 

dock ID, dock type 

standard ship ID, standard ship info.(kind, Code, Detail Code, Description, Total tons, CGT, 

Owner, Flag, Nation, Class) 

Construction shop’s ID (Fabrication, Assembly, Erection, Support, Piping, Outfitting, Electric 

outfitting, Machinery, Painting) 

Production plan case info.(ID, Writer, First Written date, Last written date, Ships info.) 

Business strategy info.(Target sales accounts, Target series ships, Target key ships) 

Process Ship’s construction process, Ship’s (pre.)erection, dock, qua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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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Analysis result of production planning by 6-Factor method (2) 

6-Factor Shipyard production planning data 

Facility 

dock info., dock type 

dock’s principal dimensions(length, breadth, depth), dock’s maximum tandem dimensions, dock’s 

maximum allowable areas, dock’s maximum allowable batch counts, distance rules between ships 

construction shop’s capacity by periods(fabrication, assembly, erection, support, piping, outfitting, 

electric outfitting, machinery, painting) dock crane’s capacity, quay capacity 

Space 

ship’s principal dimensions(length, breadth, depth, draft), volumetric info.(GT, NT), quay info. 

quay ID, quay info.(no., figure, location, constraints) 

standard ship volumetric info.(GT, NT), erection info.(erection block length, breadth, depth) 

Labor 
ship total man-hours 

standard ship total man-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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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Analysis result of production planning by 6-Factor method (3) 

6-Factor Shipyard production planning data 

Schedule 

ship’s key-event(C/T, S/C, K/L, F/T, L/C, D/L, contracted D/L, A/S), grace periods, delay 

charge  

dock batch ID, batch start day(K/L or F/T) & end day(L/C) 

quay start day(L/C) & end day(D/L) 

standard ship sales info. by key-events(gross sales, material costs(A), domestic material 

costs(A1), foreign material costs(A2), incidental costs(A3), labor costs(B), direct labor 

costs(B1), on outsourcing labor costs(B2), off outsourcing labor costs(B3), direct costs(C), 

design cost(D), total costs(A+B+C+D)) 

standard ship work progress rate info. by key-events(fabrication, assembly, erection, 

support, piping, outfitting, electric outfitting, machinery, painting) 

working calendar info.(annual holidays, day offs, available days, available workers per 

construction shops) 

erection Info.(block ID, code, start day & end day, erection hours, erection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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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An example of analyze result for activity 1; basic information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설비(Facility) 공간(Space) 자원(Labor) 일정(Schedule) 

[기초정보입력] 

선표케이스 정

보(ID, 작성자), 

호선 정보(호선 

ID, 호선 명, 선

종, 계약 선가, 

표준호선타입, 주

력선종, 영업호

선), 표준호선정

보(호선 ID, 호

선 type, 호선 

선종), 사업계획

정보(목표 매출

액), 연간 생산성

지표 

해당 정보 없음 

batch 정보

(batch ID, batch 

개수), 도크 ID, 

도크 type, 도크 

내 호선 배치정

보, 배치간격(도

크-호선), 블록

정보(tandem 길

이) 

안벽기본정보

(안벽 ID, 안벽 

No., 안벽 형상, 

위치, 제약정보) 

공종별 가용작

업인원, 선주정보

(국적, 계약실적

정보, 계약호선정

보) 

표준호선정보

(호선 총 작업 

시수, 총 작업 물

량) 

선표케이스 정

보, 년도별 휴무

정보(공휴일, 일

요일, 휴무, 휴

가), 가용 작업일

수, 안벽계류 시

작일(L/C), 안벽

계류 종료일

(D/L), 호선별 

key-event, 

Batch 시작일

(K/L), batch 종

료일(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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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n example of analyze result for activity 2, 3; quantification planning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설비(Facility) 공간(Space) 자원(Labor) 일정(Schedule) 

[선표물량계

획] 

표준호선정보

(표준호선 ID) 

탑재, 선행공

정, 후행공정 

해당 정보 없

음 

표준호선정보

(G/T, N/T, 

CGT) 

표준호선정보

(표준시수, 표준

물량) 

표준호선정보

(호선별 키이벤

트별 가중치), 호

선별 키이벤트 

[선표일정계

획] 

탑재 정보(탑재 

블록 ID, 블록 

중량, 블록 주요

치수), 9개 공종

별 계획 물량 정

보 

탑재, 선행공

정, 후행공정 

해당 정보 없

음 

선행탑재 작업 

정보(탑재 장소) 

선각, 의장, 도

장 공종의 인력

운영 정보(운영

인원, 출근율, 직

접율, 근무시간, 

공종별 할당 시

수) 

선행탑재 작업 

정보(탑재 블록 

ID, 탑재 시작일, 

탑재 종료일, 탑

재 작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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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An example of analyze result for activity 4; load information 

 제품(Product) 공정(Process) 설비(Facility) 공간(Space) 자원(Labor) 일정(Schedule) 

[선표부하계산] 
[선표일정계획 

포함] 

[선표일정계획 

포함] 

도크 설비 

capacity 정보

(도크 ID, 주요 

치수, 년간 가용 

도크 면적, 최대 

tandem 블록 치

수), 선각(조립, 

선행탑재, 탑재), 

의장(기관, 전장, 

의장, 시운전), 

도장 공종별 최

대 capacity 정

보, 작업장별 최

대 capacity 정

보 

[선표일정계획 

포함] 

호선별 부하 

정보(호선 ID, 

호선별 총 작업

량), 공종별 부하 

정보(호선 ID, 

공종별 작업량), 

월별 부하 정보

(호선 정보, 계획 

시수정보, 실적 

시수정보) 

[선표일정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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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정보모델 구축 결과 

 

◆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생산 시스템 선정 

대형 조선소 H사의 일정계획시스템(APS)을 선정하였으며 전체 

생산계획 중 선표계획에 대한 절차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6-Factor를 이용한 조선 정보모델 구축 

선표계획 단계별 생산정보를 6-Factor 항목별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산재된 조선 생산정보를 평가 정량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목

적과 성격에 따라 1차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선표계획과 대일정

계획 단계에서 사용되는 정보만으로는 부하 및 부하평준화 항목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일정계획과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표준호선정보도 동시에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 단계별 

6-Factor 항목별 2차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향후 평가 정량화 

시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핵심 생산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Fig. 12 Information model build considering planning system 



제  2 장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델 구축 

 

48 

2.3.4 정보모델 활용방안 

 

제 3장에서는 2장 3절에서 수립한 조선 정보모델을 이용하여 선

표계획을 정량화하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소개한다. 선표계획의 다양

한 이익집단의 요구사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표계획의 조직관점별 

주요 평가항목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평가항목의 특성과 목표를 고

려하여 표준 평가산식을 제안하며 해당 산식의 각 매개변수는 조선 

정보모델과 대응되어 최종 평가산식으로 도출된다. 

 

 

 

 

 

 

 

 

 

Fig. 13 An example of mapping between assessment items and 6-

Factor inform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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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3.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3.1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3.1.1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본 논문은 선행연구 이종무(2007)가 제안한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조선 선표계획에 대하여 적용 및 응용하여 

구체화하였다.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간략히 설

명한 후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겠다.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는 계획 단계별 평가 관점별 평가 

척도의 정리 및 평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보의 추상화(6하원칙

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가 프레임워크의 3차원 스키마의 계획 단계 축은 선표 단계, 대

일정 단계, 중일정 단계, 소일정 단계의 4단계를 두었고, 평가 관

점 축은 영업, 설계, 생산, 자재/조달, 재무, 인사의 6관점을 두었

다. 또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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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단계 및 평가 관점에 의해 구별된 평가 척도(what)에  대하

여 평가 방법(how), 평가 연계성(where), 평가 주체(who), 평가 

시기(when), 평가 목적(why)의 평가 핵짐 정보를 정의하도록 평

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다(이종무, 2007).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의 3차원 도식(schema)를 이해하

기 위하여 평가 관점별 평가 계획별 2차원 도식정보를 설명 한 후 

평가에 대한 핵심 정보를 기술하여 완성된 3차원 도식정보를 설명

하겠다. 아래의 Fig. 14은 2차원 도식정보를 나타낸다.  

 

 

Fig. 14 A 2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production planning 

 

조선 생산계획 전체에 걸쳐 다양한 요구사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6개의 관점(영업관점, 설계 관점, 생산 관점, 자재/조달 관점, 재무 

관점, 인사 관점)으로 세로 축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각 생산계획(선

표계획, 대일정계획, 중일정계획, 소일정계획)으로 구성하여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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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정보를 구축하였다.  관점별 계획별 도출된 평가항목을 바탕으

로 3차원 도식정보를 구성한다.  

정의된 평가척도에 대하여 평가 핵심 정보를 수립한다. 이는 평가 

주체, 평가 목적, 평가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연계에 대하여 목적을 

정의하였다. 아래의 Fig. 15은 3차원 도식정보로 구성된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Fig. 15 A 3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production 

planning 

 

 

 

 

 



제  3 장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52 

평가 핵심정보에 대한 정의는 Table 18와 같이 평가항목으로 정

의된 평가척도를 예시로 설명하겠다. 평가척도(what)별 평가 핵심

정보를 목적에 따라 기술하여 평가 핵심 정보를 기술한다. 

 

Table 18 Description of assessment key information  

평가관점별 계획별 평가 핵심정보 목적 

평가척도(what) 

평가주체(who) 

해당 평가 척도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작성, 관리하는 조직 

정보 기술  

평가목적(why) 
해당 평가의 평가 개요 및 평

가 목적 기술 

평가시기(when) 
해당 평가가 영향을 미치는 전

사적 상황과 영향도 정리 

평가방법(how) 
평가 척도에 대한 가중치, 결

과 목록, 평가 기준 등을 정리 

평가연계(where) 
해당 평가와 관련 있는 척도들

의 연계성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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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관점별 계획별 평가척도(what)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이 모두 

수립되었을 경우, 복수 개로 정의된 평가척도를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정량화하는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 아래의 Fig. 16은 평가항

목(조립 생산부하 안정화)에 대한 다수의 평가척도 계산 예시이다.  

 

Fig. 16 An example of quantifying assessment items   

조립 생산 부하 안정화는 생산 관점의 대일정계획에 대한 복수개

의 평가척도로 구성된 최상위 평가항목이다. 각 각의 평가척도 포함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자가 결정하고 원점수와 가중치를 고려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하는 계산 방법이다.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의의는 단계별 관점별 평가 척도의 체

계적인 정리가 가능하며 평가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기술함에 따라 

생산계획 전체에 대하여 평가 체계의 신속한 도입 및 효과적인 관

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선표계획에 중점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

점이 존재한다. 첫번째, 정량화를 위한 조선 생산정보를 활용 단계

에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조선소마다 관리 및 분

류가 다를 수 있는 조선 생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번째, 평가척도(what)에 해당 

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6가지 평가 핵심 정보를 기술한다. 본 과정



제  3 장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54 

을 통해 정량화 과정에 핵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산식이 평가 

방법에서 제안된다. 하지만 부하 평준화를 제외한 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산식을 제안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는 평가자의 주관

적인 의견에 따라 평가 산식이 특정 상황에 맞춰 생성될 여지가 존

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장 2절의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

크 제안에서는 조선 생산 정보를 수집 및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

안과 조선소 설비의 특성과 평가목적을 반영한 표준 평가산식의 개

념을 도입하여 정량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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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제안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

레임워크에서 계획 정보를 선표계획에 맞춰 변경한 평가 프레임워

크이다. 선표계획, 대일정계획, 중일정계획, 소일정계획으로 구성된 

조선 생산계획단계 정보를 IDEF0 방법론으로 분석된 선표계획의 

각 activity별 정보인 기초 정보 입력, 물량 계획, 일정 계획, 부하 

계산으로 재 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선표계획의 관점별 세부계

획별 2차원 도식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Fig. 17 A 2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shipbuild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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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축 도식정보로 구성된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의 세로 축은 

선표계획 평가 시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

여 H 조선소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최상위 

의사결정자는 영업 관점과 재무 관점을 중점으로 평가항목을 생성

할 것이며, 생산 관리자는 생산 관점을 중점으로 평가항목을 생성할 

것 이다. 이와 같이 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간 평가에 필요한 

모든 평가항목을 생성하게 되며 이는 정량화 과정을 통하여 각 요

구사항을 점수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다.  

가로 축은 선표계획 절차의 하위 activity 정보로 구성되었으며 

기초정보입력, 물량계획, 일정계획, 부하계산으로 구성된다. 선표계

획 수립 시, 소수의 선표계획 전문가에 의하여 일정계획이 수립된다. 

하지만 평가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

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 핵심 평가 사항을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 

본 평가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각 단계별 요구사항을 수집 한 후 향

후 선표계획 단계에서 반영할 수 도 있다.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는 3단계를 거쳐 평가항목별 정량화를 

수행한다. 첫번째 단계는 평가 관점별 평가 계획별 평가척도(what)

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정의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

(이승윤, 2012)에서 제안한 평가항목 14개 및 선행연구(이종무, 

2007)에서 제안한 평가항목 11개와 평가척도 9개를 기초 정보로 

활용하여 평가항목을 정의하였다. 두번째 단계는 평가항목의 기술된 

평가 핵심 정보와 조선소 설비 특성을 바탕으로 제안된 표준 평가

산식과 대응 한다. 이는 평가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념화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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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단계는 표준 평가산식과 조선 

정보모델간 대응을 통하여 정량화를 수행한다. 평가 관점과 가용 생

산정보간 연관성이 존재할 시 대응하고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을 시, 

새로운 평가항목과 평가절차를 생성한다. 

아래의 Fig. 18은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평가항목과 

조선 정보모델간 대응 예시를 나타내고 있다.  

평가항목과 조선 정보모델간 대응 절차는 크게 2 단계로 분류된

다. 첫번째 단계는 평가관점별 평가항목의 정량화를 위한 개념적 평

가산식 수립단계이며 두번째 단계는 개념화된 평가산식의 정량화를 

위한 조선 생산정보와 대응이다.  

 

 

 

 

Fig. 18 Schema of quantify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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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 평가자의 평가관점을 선정

하고 이에 해당되는 복수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이때 평가항목

은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 수립된 항목들이다. 이후 

평가항목의 목적과 성격에 가장 적합한 표준 평가산식을 대응한다.  

표준 평가산식이란 조선소 선표계호기 평가를 위하여 제안된 산

식이다. 표준 평가산식을 수립하기 위하여 일반 제조업의 일정계획 

평가기준은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평균 작업체류

시간, 두번째, 평균 순작업지연시간, 세번째, 최대 순작업지연기간, 

네번째, 순지연작업의 수, 다섯번째, 총 작업 소요시간이다. 하지만 

이는 라인생산 기반의 자동차 산업에 보다 적합한 평가기준이며 다

품종 소량생산의 복잡한 호선 조합을 토대로 건조작업을 진행하는 

조선산업은 주어진 설비자원과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지가 주

요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설비용량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아

야 한다. 앞서 일반 제조업의 5가지 평가기준을 계획 대비 실적 발

생 최대화, 가용설비 혹은 자원 대비 이용율 최대화, 허용자원 혹은 

설비 대비 실적 발생 최소화, 그리고 작업 변동량 최소화(표준편차)

로 재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하였다. 아래의 Fig. 19는 평가산식

별 표준 평가산식을 구성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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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oncept of standard assessment equations 

번호 평가산식 분류 평가산식 개념 

1 
계획 대비 실적 

발생 최대화 

실적

 계획
× 𝟏𝐈𝐈 

2 

가용설비 or 자

원 대비 이용률 

최대화 

실적

 가용설비 𝐨𝐨 자원
× 𝟏𝐈𝐈 

3 

허용자원 or 설

비 대비 실적 

발생 최소화 

실적

 허용설비 𝐨𝐨 자원
× 𝟏𝐈𝐈 

4 
작업 변동량 최

소화(표준편차) 
�
∑(작업물량 −허용작업 물량 ) 𝟐

계획기간
 

 

평가항목과 조선 정보모델간 대응 절차의 첫번째 단계가 완료된 

모습을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평가 관점 중 생산 관

점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생산 관점과 연관된 기 수립된 복수개의 

평가항목들을 선정하였다. 그 중 도크배치면적을 선정하여 이를 정

량화하기 위한 표준 평가산식을 대응하였다. 도크배치면적은 조선소 

선표계획을 실행하는데 주요 제약요소이며 한정된 설비자원을 최대

화하여 도크배치면적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용자원/설비 

대비 실적정보 최대화”를 선정하여 개념적 평가산식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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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n example of quantifying procedure 

 

수립된 평가항목의 개념적 평가산식을 정량화 하기 위하여 조선 

생산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앞서 2장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정보모

델 구축에서 6-Factor 방법론에 따라 조선 정보모델을 구축하였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정보모델을 활용하여 개념적 평가산식을 정량화 

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한다. 아래의 Fig. 20은 표준 평가산식과 

조선 정보모델을 대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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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An example of quantifying procedure 

 

표준 평가산식과 조선 정보모델을 대응하기 위하여 먼저 평가항

목과 연관된 6-Factor의 항목들과 대응한다. 도크배치면적은 조선

소 도크설비에서 정해진 작업 key-event에 따라 선박을 건조한다. 

따라서 제품(Product), 설비(Facility), 일정(Schedule)과 대응되며 

이에 대한 하위 조선 생산정보는 앞서 2장에서 정의한 6-Factor별 

생산정보 표를 토대로 자동 대응된다. 

본 과정을 토대로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의 2축 도식정보를 

구성한다. 또한 평가관점, 평가계획, 하위 평가척도 정보를 모두 나

타내기 위하여 평가항목 code를 Table 20와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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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Code regulation for assessment framework 

평가관점 영업 설계 생산 자재/조달 재무 인사 

Code(Level1) SLS DSG PDM MTL FNC BNS 

계획관점 기초입력정보 선표물량계획 선표일정계획 선표부하계산 

Code(Level2) A1 A2 A3 A4 

 

평가항목 code를 이용하여 생산 관점의 기초정보입력 계획의 평

가항목(what)인 도크배치면적을 A1-PDM-00로 변경하는 방식으

로 전체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Fig. 21 A 2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shipbuild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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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An example of transferring the items to the code 

 

 

Fig. 23 A result of 2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shipbuild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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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표준산식과 조선 정보모델을 대응하는 과정인 평가항목과 

조선 정보모델간 대응 절차의 두번째 단계는 평가 관점별 평가계획

별 평가항목별 핵심평가척도별로 구성된 3차원 도식정보이다.  

핵심평가척도는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주체, 목적, 시기, 

방법, 연계 정보를 기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Fig. 24은 2축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평가핵심정보를 추가하여 3축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성한 예시 화면이다. 

 

 

Fig. 24 A 3D schema of assessment framework for 

shipbuilding planning 

 

평가항목별 핵심평가척도 기술은 해당 평가요소가 6하원칙의 분

류 기준아래 정량화를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된다. 아래의 표는 핵심

평가척도 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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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escription of assessment key information for the item; what 

규칙(Code) A4-PDM-00 

평가 

개요 

선표계획은 약 3-7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목표 및 전략을 고려하여 전략호선의 건조일정계획을 수

립한다.  

 대일정계획에서는 조선소 주요 리소스 정보(공종별 부하(capacity), crane 설비, 정반 설비, 등)를 고

려하여 공종별 작업부하를 결정함을 목표로 한다. 수립된 호선정보를 토대로 건조계획이 진행 시, 생산

의 병목현상이 없이 계획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 중 장기적으로 판단한다.  생산관리 관점의 평가항목 

“A4-PDM-00”은 호선별 공종별 분배된 물량/시수정보가 평준화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함으로써 급격

한 작업수요가 발생되지 않으며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함을 평가 목적으로 설정한다. 

 

Table 22 Description of assessment key information for the item; who 

규칙(Code) A4-PDM-00 

평가항목 평가수행조직 평가주체 

공종별 부하평준

화 

경영관리팀 당해년도 목표 달성 평가를 위한 조립 물량 평준화 여부 판단 

선박영업팀 선박 수주시 조립부하 상황 판단 

선박사업기획팀 당해년도 조립 공종 생산량 예측 및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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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Description of assessment key information for the item; when 

규칙(Code) A4-PDM-00 

평가항목 평가시기 평가지속성 평가 중요도 

공종별 

부하 평준화 

조립 생산 부하(capacity) 대비 초과 부하 발생 상시 평가 상 

조립 목표 생산량 대비 미달된 부하 발생 상시 평가 상 

조립 작업장 블록 적치 공간 부족 상황 특정기간 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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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Description of assessment key information for the item; how 

규칙(Code) A4-PDM-00 

평가개요  공종별 부하 평준화 평가의 기본 평가기준은 월별 평균 물량 대비 실제 발생한 물량에 대한 산포

도를 평가함이며 이는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공종별 물량/시수 작업단위가 상이하므로 

표준편차/평균값 =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작업단위와 상관없이 부하 평준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공종별 부하 평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앞서 조선소 기간정보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정의한 정보데

이터를 PPR3-S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평가목적을 반영하여 산식을 도출하였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산식 가중치 평가점수 

공종별  

부하평준화 

목표 변동계수 대비 월별 조립 물량의 

변동계수의 평가 

아래 참조 선형   

지수   

목표 변동계수 대비 월별 조립 시수의 

변동계수의 평가 

아래 참조 선형   

지수   

평가산식 

�
∑(호선의 월별 작업물량/시수 −월 평균 작업물량/시수)2

총 계획기간
×

100

월 평균 작업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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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정량화 단계에서는 평가항목별 평가척도의 평가산식을 

구체화한다. 평가척도별 핵심평가척도(평가방법)정보와 표준 평가산

식을 이용하여 평가산식을 수립한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관점에서 

도크배치면적을 기준으로 평가산식을 수립한다. 

 

 

Fig. 25 A case example of dock arrangement by view of design 

 

위의 Fig. 25은 설계관점의 도크배치면적 정량화 예시 그림이다. 

이에 대한 6-Factor 관점, 조선 생산정보, 표준 평가산식, 평가산

식 도출을 Table 25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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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A result of quantifying dock arrangement  

평가항목 도크배치면적 

6-factor의 

연관된 항목들 

제품(Product), 설비(Facility), 일정

(Schedule) 

제품 관점 정보모델 호선ID, batch 정보(batch ID, batch 개수) 

설비 관점 정보모델 dock ID, dock type, dock 내 호선 배치정

보, 배치간격(dock-호선), 블록정보

(tandem 길이) 

일정 관점 정보모델 호선별 S/C, K/L, F/T, L/C, D/L 일정정보, 

년도별 휴무정보(공휴일, 일요일, 휴무, 휴

가), 가용 작업일수 

평가산식 분류 가용설비 or 자원 대비 이용률 최대화 

평가산식 개념 실적

 가용설비 𝐨𝐨 자원
× 100 

평가산식 도출 계획기간 × ∑호선작업면적(L × B)
계획기간 × 도크면적(L × B)

× 100 

 

평가 관점별 계획별 도출된 전체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립된 최종 

평가산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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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Final research result of assessment equations by assessment items (1) 

평가 항목 평가산식 

매출액 
∑계획기간 내 선박의 매출액

 계획기간 내 목표매출액
× 100 

도크 회전율 
∑계획기간 내 도크 Batch 수
 계획기간 내 목표 Batch 수

× 100 

호선별 금융손실 �1 − �
∑건조지연일수 × 일별 이자율 × 중도금 × WeightShip + ∑인도지연일수 × 일별 페널티 × WeightShip

계획기간 내 매출액 × WeightShip
�� × 100 

탑재부하 �
∑(월별 물량 or 시수−월평균 물량 or 시수 ) 2

총 계획기간
×

1
월평균 물량 or 시수

 

도크 배치면적 
계획기간 × ∑호선작업면적(L × B)

 계획기간 내 도크면적(L × B)
× 100 

안벽 계류척수 
계획기간 × ∑호선진수척수

 허용 안벽계류척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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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Final research result of assessment equations by assessment items (2) 

평가 항목 평가산식 

공종별 물량배정 
�
∑(월별 물량−월별 물량 Capacity ) 2

총 계획기간
×

1
월별 물량 Capacity

 

공종별 시수배정 
�
∑(월별 시수−월별 시수 Capacity ) 2

총 계획기간
×

1
월별 시수 Capacity

 

공종별 물량부하 

평준화 �
∑(월별 물량−월 평균 물량 ) 2

총 계획기간
×

1
월 평균 물량

 

공종별 인력부하 

평준화 
�
∑(월별 시수−월 평균 시수 ) 2

총 계획기간
×

1
월 평균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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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평가산식은 평가항목에 목표 달성 비율로 나타내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는 표준 감점지수를 도입하였다. 이는 

조선소마다 설비정보, 가용 인력정보, 영업전략 등이 상이하며 이를 

고려하여 정량화를 하기 위함이다. 아래의 Table 28는 표준 감점지

수의 구성 및 산식 개요이다. 

 

Table 28 Concept of standard subtract index 

번호 표준 감점지수 산식 

1 
선형 감점지수(목표 미

달성시 선형적 감점) 
Score(𝜒) = 100 − N(1− 𝜒) × 100 

2 
지수 감점지수(목표 미

달성시 지수승 감점) 
Score(𝜒) =  100 − 𝛼 × 𝑒(𝛽𝛽+𝛾) 

 

선형 감점지수의 경우, 평가척도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 목표 달성율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한 비율만큼 선

형적으로 감점하는 지수이다.  매출액의 경우로 간단히 설명할 경우, 

조선소의 사업전략을 반영하여 당해년도 설정한 목표 매출액 만큼 

실제 매출액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한 비율만큼 100점 

만점에서 감점한다.  

이와 달리 지수 감점지수는 평가척도별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

기간 내 목표 달성율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달성하지 못한 비율만

큼 자연상수의 거듭제곱의 비로 급격하게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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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산식을 바탕으로 표준 감점지수를 

이용한 정량화 예시를 설명하겠다. 

매출액 항목의 평가산식은 평가기간의 목표 매출액 대비 실제 매

출액의 발생 비율에 대한 매개변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임의의 평가

기간의 목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을 가정한 후 표준 평가산식을 

이용하여 점수화한다. 아래의 Table 29는 매출액 항목에 적용 가능

한 감점지수를 나타내며 에서는 가상의 목표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정보를 구성한다. 

 

Table 29 Subtract index of sales account 

함수(Function) 설명(Description) 

선형 감점지수 

(Linear Index) 
𝑓(𝑥) = 100 −𝑁 × (1.0 − 𝑥) × 100 

지수 감점지수 

(Exp. Index) 
𝑓(𝑥) = 100− 𝛼 × 𝑒(𝛽𝛽+𝛾) 

평가 비율(𝒙) 𝑥 =
실제 매출액

목표 매출액
 

 

매출액 이외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수립된 평가항목에 

대한 정량화 결과는 평가 시스템의 적용: H 중공업의 선표계획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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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An example of quantification of sales account by linear 

subtract index 

년도 2015 2016 2017 

목표 매출액 100 120 140 

사용자 허용범위 

(0.0~1.0) 
0.1 0.1 0.1 

허용 매출액 1E+01(10) 1.2E+01(10) 1.4E+01(10) 

실제 매출액 80 90 70 

평가 비율 0.80 0.75 0.50 

지수(Index): 𝒙 

(1.0-평가 비율) 
0.20 0.25 0.50 

평가 산식 𝑓(𝑥) = 100− 𝑁 × (1.0 − 𝑥) × 100 

매개변수(N) 0.2 

정량화 96.0점 95.0점 90.0점 

 

사용자 허용범위는 조선소 혹은 일정계획 담당자가 목표 매출액

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감점하지 않는 허용 가능한 표준편차이다. 

2015부터 2017년까지 목표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의 달성 비

율은 80%, 90%, 70%이며 도출된 달성 비율을 바탕으로 평가산식

의 매개변수에 대입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년도별 점수 정보는 

96.0점, 95.0점, 90.0점으로 도출된다. 이와 달리 지수 감점지수를 

이용한 매출액의 정량화 예시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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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An example of quantification of sales account by exp. subtract 

index 

년도 2015 2016 2017 

목표 매출액 100 120 140 

사용자 허용범위 

(0.0~1.0) 
0.1 0.1 0.1 

허용 매출액 1E+01(10) 1.2E+01(10) 1.4E+01(10) 

실제 매출액 80 90 70 

평가 비율 0.80 0.75 0.50 

지수(Input): 𝒙 

(1.0-평가 비율) 
0.20 0.25 0.50 

평가 산식 f(x) = 100 − α × e(βx+γ) 

매개변수(𝛂,𝛃,𝛄) α = 1.0, β = 7.0, γ = 1.0 

정량화(지수) 88.9점 84.3점 9.9점 

정량화(선형) 96.0점 95.0점 90.0점 

 

지수 감점지수를 적용하여 년도별 점수를 도출하였다. 평가 비율

이 0.25값을 기준으로 미만일 경우 선형 감점지수보다 감점의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울기로 감점되며 이상일 경우 높은 기울기로 감

점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계획 평가자는 조선소의 설비시

설의 작업능력과 가용자원의 능력, 사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소 점

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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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 
 

4.1 평가 시스템 설계 

 

4.1.1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기능 

  

조선 선표계획은 다양한 이해집단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수립되

어야 하는 일정계획이다.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사

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견고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해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형태로 시스템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 기능을 분석하여 공통된 기능 

및 유사 기능을 그룹화하여 컴포넌트로 모듈화하였다.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 기능이 개발될 시, 관련된 컴포넌트만 수정 및 개

발을 하여 안전하고 견고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유지할 수 있다.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방법론 중 아키텍처 설계를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자세히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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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은 초기 일정계획 수립단계의 선표계획 전

문가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이때 선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여 정성적으로 요구사항을 추출하거나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를 토대로 도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도록 하

였다.  선표계획 전문가는 사업전략 관리, 내업 공정부하 관리, 외업 

생산 관리, 현장 작업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선표계

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조선소 사업전략 및 

영업목표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액 정보 조회, 내, 외업의 생산 부하 

정보를 조회하여 공정별 설비시설의 이용률을 조회하는 물량 및 시

수의 부하 및 부하평준화 조회 기능, 호선의 일정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손실금액과 인도지연금액을 조회하는 금융손실 정보 조회 기능, 

선표계획의 주요 제약요소인 도크에 대하여 도크 사용 면적과 도크 

회전율을 조회하는 도크 정보 조회 기능, 마지막으로 조선소 내 가

용 안벽계류 척수 대비 실제 안벽계류 척수 정보를 조회하는 안벽

계류 조회 기능으로 구성된다.  아래의 Table 32은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평가항목별 세부조회기능, 목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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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ummary of necessary functions for the system (1) 

평가항목 세부 조회사항 기능 정량화를 위한 평가 목적 대상선표 

매출액 

매출액, 자재비, 
년도별 매출액 조회 

월별(사용자 지정) 매출액 

조회 

평가기간의 목표 매출액 달성 정

도의 점수화 

영업선표 불가 

(표준호선정보필

요) 

노무비, 직접비, 

설계비 

금융손실 

납기일정 
단일선표의 지체상금 조회 

기준 대비 대상선표의 지체

상금 

호선별 납기일 달성 정도의 점수

화 

기준 대비 대상선표의 금융손실과 

지체상금 발생 정도의 점수화 

영업선표 불가 금용손실(지연이자) 

지체상금 

부하(물량/시수) 

부하평준화(물량/시

수) 

월별 작업율 

공종별 작업진도율 조회 

월별 물량/시수 정보조회 

공종별 최대부하 달성 정도의 점

수화공종별 부하평준화 달성 정도

의 점수화 

영업선표 불가 

(표준호선정보 

필요) 
월별 물량/시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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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ummary of necessary functions for the system (2) 

평가항목 세부 조회사항 기능 정량화를 위한 평가 목적 대상선표 

도크 

도크 면적 이용률

(%) 
도크 면적 이용률(%)조회 

도크 면적 이용률 정도의 점수화 

도크 회전율 정도의 점수화 
모두 가능 

도크 회전율(%) 도크 회전율(%)조회 

안벽계류 최대안벽계류척수 
년&월/일별 최대 계류척수 조

회 

허용 대비 최대계류척수에 대한 점

수화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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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매출액 조회 기능의 경우, 

표준호선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획 호선 혹은 확정 호선에 대한 

key-event 별 발생되는 매출액을 조회한다.  선박을 수주하며 발

생된 선가금액인 매출액과 건조 과정에서 소요가 예정된 자재비, 노

무비, 직접비, 설계비 항목을 년도별, 월별 조회한다. 금융손실 조회 

기능의 경우 기준선표와 대상선표를 정의 한 후 기준선표와 대상선

표의 중복된 호선을 탐색한 후 기준 건조 일정 대비 지연된 건조 

일정에 따른 금융손실금액과 인도지연금액을 조회한다. 물량 및 부

하 조회 기능의 경우 표준호선의 키이벤트별 공종별 작업진도율을 

바탕으로 월별 발생될 물량 및 시수 정보를 조회한다. 이를 공종별 

기간별로 조회함에 따라 사전에 공종별 부하를 조정할 수 있는 기

회를 얻는다. 도크 조회의 경우, 기준 선표계획 내 호선 일정정보를 

바탕으로 도크 시설의 연간 실제 사용면적을 계산한다. 이를 도크의 

연간 가용면적과 비교하여 도크 배치 면적 이용률 정보를 조회한다. 

또한 당해년도 사업목표에 따라 정의된 도크별 목표 batch 대비 실

제 batch를 비교함에 따라 도크 회전율 정보를 조회한다. 마지막으

로 조선소 내 가용 안벽계류 척수 대비 실제 안벽계류 척수를 조회

하여 안벽계류 이용률 정보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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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조선소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Client system, 

Application server system, Database server system으로 구성된

다. 프로그램 사용자의 GUI(graphic user interface) 화면에 대응

되는 Client system은 표준호선정보와 생산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평가항목의 세부 기능을 조회하는 조선 선표계획 기본정보 조회 기

능과 평가항목별 평가산식을 바탕으로 정량화를 수행하는 평가 정

량화로 시스템이 구성된다. 

CBD 방법론을 적용하여 Client system은 Shipbuilding plan 

information inquiry management와 Assessment quantification 

management로 구성하였으며 Database server system의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1개의 Business facade와 5개의 Component 

data로 구성하였다. 이와 별개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함수화 하여 

1개의 CaculationMgr와 Calculation Data로 구성된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Fig. 26 Architecture of shipyard shipbuilding plan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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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매니저의 Business Facade는 퍼사드(Production Data 

Facade Management)를 두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받은 기능을 

처리한다. Business Facade는 공통정보 관리(CommonDataMgr), 

생산정보 관리(ProductionDataMgr), 자원정보 관리

(ResourceDataMgr), 일정정보 관리(ScheduleDataMgr)로 구성된

다.  

분석계산의 Business Facade는 계산 퍼사드(Calculation Facade 

Management)를 두러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 받은 기능의 주요 계

산함수에 대하여 기능을 처리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는 선표계산 

관리(CalculationMgr)로 구성된다.  

 

 

 



제  4 장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 

 

83 

Table 34 Product data component of business component model 

Layer Component Interface Role 

Business 

Component 

ScheduleDataMgr ISchedul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schedule data 

ResourceDataMgr IResourc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resource data 

ProductionDataMgr IProduction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production data 

Product Data 

Component 

AssBlockWeightDataInfo IAssBlockWeight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ssembly block 

BlockDataDBInfo IBlockDataDB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block data 

PenaltyDataInfo IPenalty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penalty data 

ShipDataInfo IShip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ship data 

ShipSalesDataInfo IShipSales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ship sales data 

 WeightPerMonthDataInfo IWeightPerMonth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weigh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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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source data component of business component model 

Layer Component Interface Role 

Business 

Component 

ScheduleDataMgr ISchedul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schedule data 

ResourceDataMgr IResourc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resource data 

ProductionDataMgr IProduction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production data 

Resource  

Data 

Component 

AssyShopDataDBInfo IAssyShopDataDB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ssembly shop 

data DB 

AssyShopDataInfo IAssyShop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ssembly shop 

data 

CapacityDataInfo ICapacity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capac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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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chedule data component of business component model 

Layer Component Interface Role 

Business 

Component 

ScheduleDataMgr ISchedul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schedule data 

ResourceDataMgr IResource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schedule data 

ProductionDataMgr IProduction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schedule data 

Schedule 

Data 

Component 

AhpDataInfo IAhp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hp data 

AssessmentStandardSetDataInfo IAssessmentStandardSet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assessment 

standard set data 

BlockAssyScheduleDataInfo IBlockAssySchedule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block assembly 

ManpowerPlanningDataInfo IManpowerPlanning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manpower data 

ScenarioDiagramDataInfo IScenarioDiagramData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scenario data 

 WorkWeightPlanningInfo IWorkWeightPlanningInfo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work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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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Calculation data component of calculation component model 

Layer Component Interface Role 

Calculation 

Component 
CalculationDataMgr ICalculationDataMgr 

Request, save, update and delete for information relating 

calculation data 

Calculation 

Data 

Component 

CalculateWeight ICalculateWeight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weight function 

CalculationDock ICalculationDock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dock function 

CalculationLoad ICalculationLoad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load function 

CalculationPenalty ICalculationPenalty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penalty function 

CalculationQuay ICalculationQuay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quay function 

CalculationSales ICalculationSales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sales function 

CalculationTransportCost ICalculationTransportCost Manages the input and output data of transportcos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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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평가 시스템의 구현 

 

4.2.1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의 솔루션 서버는 .net framework 4.0 기반

의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C#으로 구현하였다. 데이터베이

스 서버의 경우 oracle database software express edition 11g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의 일정계획 중 초기 일정계획 인 선표계획 

단계에서 조선소 사업계획 및 영업목표부터 내업의 공종별 부하 조

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업의 도크 및 안벽계류에 대한 정보를 조

회한다. 초기 계획 단계에서 한정된 정보와 다수의 요구사항에 따른 

정성적인 평가체계를 평가산식을 통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은 크게 조회기능과 정량화 기능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조회 기능의 경우 각 평가항목별 기본정보조회 기능, 

년, 월, 분기별 결과 출력, 조회 결과를 외부 파일 형식(excel)으로 

출력하는 기능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정량화 기능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는 기준선표와 대상선표를 선정하는 선표케이스 설정, 

조선소 영업전략 및 사업목표를 반영한 평가함수를 설정하는 평가

함수 생성/조회, 각 평가항목별 정량화를 수행하는 정량화 기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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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onfiguration of assessment system for shipbuild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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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도입 효과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한 효과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번째는 초기 영업선표 평가 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바탕으

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을 표준호선정보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복수의 선표계획 수립 시 정

량적 평가를 먼저 수행해봄에 따라 우수한 선표를 선정할 수 있으

며 선정된 선표계획은 후행 일정계획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

소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점이다. 

4.3.1에서 가상의 선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간단한 정량

화 과정을 수행한다. 본 과정을 통하여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이 구

현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정량화 과정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없음을 

검증(verification)한다. 이후 4.3.2에서 H 중공업의 선표계획 정보

를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확인(validati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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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가 시스템의 적용: H 중공업의 선표계획 

 

4.3.1 가상의 선표계획을 적용한 평가 시스템 검증

(verification) 

 

3장에서 제안한 표준 평가산식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분류를 수행

하였다(Table 38). 표준 평가산식별 대표하는 평가항목을 각 각 선

정하여 정량화를 수행하는 예시를 나타낸다. 선표계획은 실제 선표

계획의 호선별 일정정보와 계약정보를 단순화하여 구성하였으며 이

는 Table 39과 같이 정리되었다.  

Table 38 Classification of assessment items by standard assessment 

equations 

번호 평가산식 분류 평가산식 개념 평가항목 

1 
계획 대비  

실적 발생 최대화 

실적

 계획
× 100 

매출액 

2 
가용설비 or 자원 대

비 이용률 최대화 

실적

 가용설비 𝐨𝐨 자원
× 𝟏𝐈𝐈 

도크 면적 

도크 회전율 

3 
허용자원 or 설비 대

비 실적 발생 최소화 

실적

 허용설비 𝐨𝐨 자원
× 𝟏𝐈𝐈 

안벽계류 

금융손실 

4 
작업 변동량  

최소화(표준편차) 
�
∑(작업물량 −허용작업 물량 ) 2

계획기간
×

1
허용물량 

 

물량/시수부하 

부하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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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Virtual shipbuilding plan’s information to validation assessment system 

Shipbuilding plan Ship ID Type S/C K/L L/C D/L C D/L Price Penalty LxBxD 

Plan A 

Ship A1 FC100 13/01/01 13/06/01 13/08/01 13/11/30 13/10/01 100 5 100x30x20 

Ship A2 FC100 13/03/01 13/08/01 13/10/01 14/01/10 13/12/01 100 5 100x30x20 

Ship A3 FC200 13/05/01 13/11/01 14/01/01 14/04/30 14/03/01 150 10 150x40x20 

Ship A4 FC200 13/07/01 14/01/01 14/03/01 14/06/10 14/05/01 150 10 150x40x20 

Plan B 

Ship B1 BC100 13/01/01 13/06/01 13/08/01 13/11/30 13/10/01 50 10 100x30x10 

Ship B2 BC100 13/03/01 13/08/01 13/10/01 14/01/10 13/12/01 50 10 100x30x10 

Ship B3 BC200 13/05/01 13/11/01 14/01/01 14/04/30 14/03/01 80 15 150x40x10 

Ship B4 BC200 13/07/01 14/01/01 14/03/01 14/06/10 14/05/01 80 15 150x40x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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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0 Progress rate by process types for FC100 

호선 종류 가공 조립 탑재 지원 배관 철의장 전장 기장 도장 합계(%) 

FC100 10 30 15 5 5 5 10 10 10 100 

FC200 10 25 15 5 5 5 15 10 10 100 

BC100 15 30 15 5 5 5 5 10 10 100 

BC200 15 30 15 5 5 5 5 10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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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에 정리된 표준 평가산식별 평가항목을 각 각 정량화 과

정을 수행하겠다. 

계획 대비 실적 발생 최대화는 매출액 항목, 가용설비 or 자원 대

비 이용률 최대화는 도크 면적 항목, 허용자원 or 설비 대비 실적 

발생 최소화는 안벽계류 항목, 작업 변동량 최소화는 부하 평준화 

항목을 예시로 정량화를 수행하겠다. 각 평가항목별 산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Table 41 An example of selected assessment items 

평가 항목 평가산식 

매출액 
∑계획기간 내 선박의 매출액

 계획기간 내 목표매출액
× 100 

도크 면적 
계획기간 × ∑호선작업면적(L × B)

 허용 안벽계류척수(L × B)
× 100 

안벽계류 
계획기간 × ∑호선진수척수

 허용 안벽계류척수
× 100 

작업 변동량 최소화 �
∑(월별 물량−월 평균 물량 ) 2

총 계획기간
×

1
월 평균 물량

 

 

 매출액 평가항목은 평가산식을 사용하기 위하여 2장에서 구축한 

조선 정보모델을 사용한다. 6-Factor와 연관된 항목 중 제품, 일정 

항목을 사용하며 하위 생산정보는 호선정보, key-event별 매출액

정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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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Standard ship information 

Stn. ship C/T S/C K/L L/C D/L Sum 

FC100 1 30 30 20 19 100 

FC200 1 30 30 20 19 100 

BC100 1 20 20 20 39 100 

BC200 1 20 20 20 39 100 

 

Table 43 An example result for sales account by virtual shipbuilding 

plan 

Assessment year 13 year 14 year Score 

Target sales($) 300.0 350.0  

Plan A 

Gross sales 248.0 252.0 

83.0 Ratio 0.82 0.84 

Point 82 84 

Plan B 

Gross sales 117.6 197.7 

52.0 Ratio 0.39 0.65 

Point 3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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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은 표준호선별 정의된 키이벤트별 매출액 산정기준을 참고

하여 산정한다. 선표 Plan A의 호선들은 FC100, FC200의 Ship 

Type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선표 Plan B의 호선들은 BC100, 

BC200의 Ship Type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42의 

표준호선별 키이벤트별 매출액 발생비율을 참고하여 호선의 년도별 

매출액을 산정한다.  

페널티 항목의 경우 선표의 호선 ID와 동일한 DB(database) 내 

호선정보를 활용한다. 아래의 표는 호선 ID별 key-event에 따른 

중도금, 인도지연일에 따른 일일 인도 지연금이 산정되어있다. 

 

 

 

 

Table 44 Middle payment of ship information 

Ship ID C/T S/C K/L L/C D/L Penalty 

Ship A1, 2 0 10 10 10 70 1 

Ship A3, 4 0 15 15 15 105 1.5 

Ship B1, 2 0 5 5 5 25 0.5 

Ship B3, 4 0 8 8 8 5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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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정보는 key-event별 중도금 입금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지연이자와 계약 인도일 대비 실제 인도일 지연에 따른 일일 보상

금인 페널티로 구성된다. 페널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호선별 30일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며 이후 초과 산정된 인도 지연일에 대하여 일

일 보상금을 선주 측에 지급한다. 중도금의 경우, heavy tail 방식의 

선가를 key-event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한다. Table 44에 따라 호

선별 인도 지연금을 계산한 후 매출액 대비 발생된 페널티의 비율

로 정량화를 수행한다. 

 

 

 

Table 45 An example result for penalty by virtual shipbuilding plan 

Assessment year 13 year 14 year Score 

Plan A 

Gross sales 248.0 252.0 

81.5 

Penalty 40.0 55.0 

Ratio 0.16 0.21 

Point 84 79 

Plan B 

Gross sales 117.6 197.7 

83.5 

Penalty 20.0 32.0 

Ratio 0.17 0.16 

Point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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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감점지수를 도입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사용자 허

용계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매출액 대비 발생된 페널티의 비율만큼 

선형 감점한 결과 Plan A는 81.5점, Plan B는 83.5점이 계산되었다. 

안벽계류 항목의 경우, 조선소 내 허용 계류 척수 대비 실제 계류 

척수의 비율을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허용계류 척수를 

초과하지 않을 시 100점을 할당하며 초과한 비율만큼 선형 감점지

수를 이용하여 감점한다. 안벽 계류의 평가결과는 Table 46와 같다. 

 

 

 

 

Table 46 An example result for quay by virtual shipbuilding plan 

Assessment year 13 year 14 year Score 

Allowable moored vessels 2 2  

Plan A 

Moored vessels 2 3 

75.0 Ratio 1.0 1.5 

Point 100 50 

Plan B 

Moored vessels 2 3 

75.0 Ratio 1.0 1.5 

Point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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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 면적 항목은 년간 도크 가용 면적 대비 도크 사용 면적의 

비율로 평가를 수행한다. 대상 조선소의 도크 A를 기준으로 년간 

도크 가용 면적을 계산하며 도크의 주요제원은 200 x 50으로 가정

한다.  

 

 

 

 

 

 

Table 47 An example result for dock arrangement by virtual 

shipbuilding plan 

Assessment year 13 year 14 year Score 

Dock A Area(m^2) 3,650 3,650  

Plan A 

Used area 630 1,350 

73.5 Ratio 0.17 0.36 

Point 83 64 

Plan B 

Used area 630 1,350 

73.5 Ratio 0.17 0.36 

Point 8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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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부하평준화 항목은 조선소 내, 외업에 걸쳐 존재하는 

9개의 공정에 대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한 정량화를 수행한다. 9개의 

표준편차에 대한 점수값을 도출 후 평균값으로 최종 점수를 계산하

지만 가공 공정을 예시로 점수화를 수행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는 

각 호선 Ship A01의 전체 물량에 대한 가공 공종별 key-event별 

작업 진행량 정보이다.  

Ship A01, 02, 03, 04 및 Ship B01, 02, 03, 04에 대한 총 물량

값(ton)은 각 각 1,000, 1,000, 1,000, 1,000, 800, 800, 800, 800

으로 가정한다. 

 

Table 48 Progress rate information between S/C and K/L by fabrication 

shop (1) 

Fabrication Fabrication ratio among all types 10 % / 100 ton 

S/C Total ratio at S/C 50 % / 50 ton 

S/C Ratio between K/E 50 % / 25 ton 

S/C Ratio between K/E 50 % / 25 ton 

K/L Total ratio at K/L 30 % / 30 ton 

K/L Ratio between K/E 50 % / 15 ton 

K/L Ratio between K/E 50 % / 15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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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Progress rate information between L/C and D/L by fabrication 

shop (2) 

Fabrication Fabrication ratio among all types 10 % / 100 ton 

L/C Total ratio at L/C 20 % / 20 ton 

L/C Ratio between K/E 50 % / 10 ton 

L/C Ratio between K/E 50 % / 10 ton 

D/L Total ratio at D/L 00 % / 0 ton 

D/L Ratio between K/E 0 % / 0 ton 

D/L Ratio between K/E 0 % / 0 ton 

 

Table 50 An example result for load leveling by virtual shipbuilding 

plan 

Ship A01 13/1 13/2 13/3 … 13/10 13/11 

Load(ton) 12.5 12.5 12.5  8.6 0 

Mean 10.7 

(𝒍𝒍𝒍𝒍𝒊 −𝒎)𝟐 0.27 0.27 0.27  0.42  

Stn. dev. 4.0 

Coeff.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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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상이한 물량 단위를 고려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평균으

로 나누어 공종별 단위에 대하여 정규화를 수행한 변동계수를 사용

하였다. Ship A01에 대한 허용 변동계수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초과 달성한 만큼 감점을 수행한다. 허용 변동계수는 0.3

으로 가정 시, 평가 비율은 1.23으로 약 23% 초과 물량이 발생하

였다. 선형 감점지수를 사용할 경우 77점으로 정량화를 도출할 수 

있다. 

 가상의 선표계획 정보에 대한 결과 고찰이다. 매출액의 경우, 호

선의 선가를 호선별 키이벤트별 중도금 비율에 따라서 분할 지금하

며 선가가 높은 호선을 다수 보유한 선표 Plan A가 우수한 점수를 

갖게 된다.  

안벽의 경우 일부의 호선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는 

이 조선소의 허용계류척수보다 낮은 척수에 해당하므로 정량적 평

가의 의미가 미비하다. L/C ~ D/L 일정에 해당하는 외업 공정기간

이 상대적으로 긴 호선을 다수 보유한 선표가 안벽계류 항목에 대

하여 낮은 점수를 갖는다. 

도크의 경우 영업호선의 건조일정계획을 참고하였으며 key-

event의 시작일은 일치하지 않지만 건조기간은 동일하게 설정되어 

선표 Plan A, B의 총 점수가 동일하게 계산되었다. 건조 기간과 주

요치수가 큰 호선을 다수 보유한 선표가 존재할 시 높은 도크 항목

의 점수가 높게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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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부하 평준화의 경우, 표준호선의 키이벤트별 공종별 작업진

도율 정보를 활용하여 호선의 월별 부하 정보를 산출한다. 따라서 

표준호선정보에 종속되어 부하 평준화가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이후 실제 H 중공업의 선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 결과를 

확인하는 내용을 4.3.2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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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H 중공업의 선표계획을 적용한 평가 시스템 확

인(validation) 

 

H 중공업의 선표계획 A, B를 대상으로 선표계획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한다. 선표의 종류와 구성, 건조기간 그리고 전사 목표를 정의

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Table 51와 같다. 

 

Table 51 Basic information of H shipyard shipbuilding plans 

Section Type 
Composition 

(unit: carriers) 
Period 

Sales 

target 

[Standard] 

Plan A 

Sales 

48 

units 

Containers: 33 

Crude oil tankers: 6 

Bulk carriers: 2 

Chemical product 

carriers: 4 

LNG carriers: 3 

11–17 

year 

Annual 

target 

sales  

: 80 

million 

[Target] 

Plan B 

Sales 

48 

units 

Containers: 42 

Crude  

oil tankers: 6 

Bulk carriers: 7 

Chemical product 

Carriers: 4 

LNG carriers: 2 

11–17 

year 

Below 

20% 

of target  

sales is  

useless 



제  4 장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 

 

104 

도출된 평가항목은 선표계획 전문가의 자문을 토대로 매출액, 물

량 부하 및 평준화, 도크 회전율, 도크 면적이용율, 안벽, 페널티 순

서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각 평가항목별 정량화 결

과를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해당 선표계획의 최종 점수를 산정하였다. 

첫번째 평가항목은 매출액이다. 매출액은 조선소의 사업전략과 영

업목표를 반영하여 평가년도별 목표 매출액을 수립한다. 이후 년도

별 발생된 호선의 매출액 금액(gross sales)의 합계를 바탕으로 실

제 매출액을 계산하여 목표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의 달성 비율

을 도출한다. 이후 사용자가 조선소의 설비시설 및 가용자원의 현황

을 고려하여 감점지수의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100점 만

점으로 점수가 도출된다. 매출액의 경우 조선소 대외비 자료이므로 

최종 평가점수만 도출하고 자세한 결과는 생략한다.  

 

 

 

Table 52 Set-up target sales accounts 

평가 년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목표 매출액

($) 
60.0 70.0 80.0 85.0 80.0 80.0 60.0 

515.0 평균 73.0 

평균 대비 

비율(%) 
81 95 108 115 108 108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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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A quantification result of sales account by assessment 

system 

 

 Fig. 28은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출액 평가를 수행한 결과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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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평가항목은 물량 부하/시수 이다. 조선소의 내업과 외업 

중 주요한 공종은 총 9개가 존재한다. 가공, 조립, 탑재, 지원, 배관, 

철의장, 전장, 기장, 도장으로 구성된다. 각 공종별 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간에 정의된 공종별 부하정보(capacity)를 어플리케

이션 DB을 통해 호출하며 월별 부하가 해당 공종의 부하(capacity)

를 벗어난 정도를 표준편차로 계산하여 정량화를 수행한다. 각 공종

별 물량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정규화를 수

행한다. 

 

 

Fig. 29 A quantification result of load and man-hr b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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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평가항목은 물량 부하/시수 평준화이다. 이는 부하평가와 

달리 각 월별 공종별 할당된 부하량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

를 계산한다. 아울러 공종별 작업단위를 통일하기 위하여 변동계수

를 이용한 정규화를 수행한다. 공종별 작업현황과 설비시설을 고려

하여 사용자가 허용가능 변동계수를 정의하고 이를 초과한 변동계

수에 대하여 감점을 수행한다. 

 

 

Fig. 30 A quantification result of load and man-hr leveling b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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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평가항목은 도크 회전율이다. 지난 선표 정보와 도크 설비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년도별 목표 batch수를 입력한다. 1 batch

란 도크에 1회 주수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해당 선표의 년도별 

key-event(F/T과 L/C)일정을 계산하여 년도별 실제 batch수를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크별 목표 batch수 대비 실제 batch의 

비율로 정량화를 수행한다. 

 

 

Fig. 31 A quantification result of dock arrangement b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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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항목은 도크 배치면적이다. 기간, 도크의 주요치수(길이

와 폭)을 이용하여 년도별 가용 면적을 산정한다. 이후 호선의 

key-event일정을 바탕으로 실제 도크에 배치된 면적을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용 면적 대비 실제 면적 이용률을 계산하여 정량

화를 수행한다.  

 

 

Fig. 32 A quantification result of load and man-hr leveling b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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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섯번째 항목은 안벽계류항목이다. 조선소의 안벽계

류는 한정된 외업 작업공간으로 이를 허용 계류척수로 정의한다. 이

후 선표 내 호선별 key-event 일정을 고려하여 허용 계류척수 대

비 실제 계류척수의 비율로 정량화를 수행한다. 

 

 

Fig. 33 A quantification result of quay mooring by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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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표계획 종합 점수화 결과는 원점수와 가중치 점수를 고려하여 

평가된다. 평가항목별 평가산식을 통해 도출된 원점수간 비교와 가

중치 점수를 반영한 최종 점수를 모두 비교한다.  

이때, 원점수와 종합점수에 대하여 2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번째는 기준선표가 대상선표보다 원점수가 높을 경우 조선

소의 사업전략과 영업목표에 기준선표가 대상선표보다 적합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중치 정보를 반영하여 총 기준선표의 총 

점수가 대상선표의 총 점수보다 낮다면 이는 실제 선표계획 단계에

서 수집된 다양한 평가항목 중 조선소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정

량화 점수는 낮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는 가중치 정보를 반영하였지만 기준선표의 총 점수가 대

상선표의 총 점수보다 여전히 높은 경우이다. 이는 실제 조선소의 

주요 평가항목에 대한 목표 달성율을 기준선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달성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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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배경은 초기 일정계획 단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생산정

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을 평가해야만 하는 문제점과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부터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특정 관점과 공정 중심으로 선

표계획 전문가에 의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정성적 방법론이다. 이를 

정량화할 시 요구되는 조선 생산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하는데 방대

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6-Factor를 이용한 조선 정보모델 구축

과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선표계획 정량적 평가를 수

행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선표계획에 대한 신속

한 검증 및 하위 일정계획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의 선표계획 정보를 통

한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검증(verification)과 실제 선표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확인(validation)을 목

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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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 단계를 거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 선표계획 평가를 위한 조선 정보모델 구축 

◆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 구현 및 검증 

 선표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생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하

여 선표계획 절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관된 조선 생산정보를 

수집한다. 이후 6-Factor 관점으로 수집된 조선 생산정보를 재 분

류한다. 이를 선표계획 세부단계별 연관된 6-Factor 항목을 대응하

여 하위 생산정보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선 생산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선표계획 평가 및 검증에 적합

하도록 수정한 조선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선표계

획의 세부 단계별 관점별로 수립된 2차원 도식정보를 수립하고 다

양한 이해집단으로부터 요구사항을 추출한다. 요구사항별 핵심 평가

정보를 기술하여 요구사항별 정량화 과정을 수행하며 이는 조선소 

설비와 요구사항의 핵심 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된 표준 산식과 

사업전략 및 영업목표를 고려한 감점지수를 선정하여 점수화를 수

행한다.  

구축된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CBD 방법론을 이

용한 선표계획 평가 시스템을 구현한다. 요구사항 기술문서를 바탕

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주요 함수를 기준으로 정보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기능단위로 모듈화한다. 이후 가상과 실제 선표

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의 검증 및 확인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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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선표계획 정보를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평가

항목은 총 14개 항목이며 이는 매출액, 도크 회전율, 호선별 키이벤

트 평가, 호선별 물량 부하 평준화 평가/ 배정 평가, 공종별 물량부

하 평준화 평가/ 배정 평가, 탑재 부하 평가, 도크 배치 면적 평가, 

안벽계류 척수 평가,  호선별 인력부하 평준화/시수 분배 평가, 공

종별 인력부하 평준화/시수 분배 평가로 구성된다.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최종 도출된 평가항목은 선표계획 

단계의 다양한 관점과 선행연구 14개의 평가항목을 기반하여 9개의 

평가항목으로 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 결과의 조선 정보모델을 활

용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13개이며 나머지 1개의 항목에 한하

여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였다. 이를 본 논문에서 재 구축한 평가항

목 9개는 모두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며 그 중 선행연구에서 평가가 

가능한 1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53 Research result between previous study and assessment 

framework study 

평가항목 선행연구 선표계획 평가 프레임워크 결과 

도크 회전율 
BATCH 수

 전년 BATCH 수
× 100 

∑계획기간 내 도크 Batch 수
 계획기간 내 목표 Batch 수

× 100 
8% 개선 

(61.6->66.6) 

연구 결과는 정량적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선

표계획 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다. 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간의 이율 배반적인 성격(trade-off)에 대한 요구사항간에도 

중요도와 원점수 정보를 이용하여 조선소에 적합한 선표계획을 선

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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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hipbuilding industry, a production plan is generally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order: production plan, long-term 

plan, mid-term plan, and execution schedule, according to the 

planning scope and objective of production. Although, this can 

be changed by the environment of the shipyard (Lee, 2007). 

The long-term plan can be included in the production plan 

stage or the mid-term plan stage because the division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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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roduction plan stage is not always clearly defined. The 

objective of the production plan is to maximize shipbuilding 

while minimizing cost, using the maximum resource capacity of 

the shipyard. Therefore, vari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most suitable production plan for each shipyard 

environment. 

   The representative study related to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is the DAS (Daewoo Shipbuilding 

Scheduling) project. In this project, an expert system that can 

manage various plans and schedules was developed. That 

system deals with most all of the production planning performed 

by a shipyard (Lee, et al., 1997; Choi, 1993). Many studies 

about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have been conducted, but 

research regarding the assessment of established plans is very 

limited.  

The planning scope of the production plan is long-term, as it 

is more than 3 years. Therefore, specific production duration, 

total output, and sales are determined in the production plan 

stage. In the production plan stage, load of resources, the 

operating rate of each shop, and the capacity of resources are 

considered when obtaining an order.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ales of shipyards. For this reason, the production plan 

stage is very important in the overall shipbuild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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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n the production plan stag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production plan is insufficient to evaluate the 

production pla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ost shipyards 

rely on the subjective judgment of an expert. 

One study which sought to assess an established schedule 

was performed by Lee (2007) using the zachman framework. 

He suggested an assessment framework for production plans. It 

was a meaningful study that created a tool for use in the overall 

shipbuilding production plan. However, it lacked specific 

assessment standards regarding detailed items. 

In this study, we analyzed input and output data and the 

production plan process. Additionally, we carried out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plan based on the 

data. This process assured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assessment of the production plan. Thus, according to 

analyze result, gather detailed shipyard information and make 

the information model using 6-Factor method. Previous study 

for whole production planning for large shipyard has been 

conducted. In this paper, using this assessment framework, it is 

possible for shipbuilding planer to assessment many of 

shipbuilding plan considering the assess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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