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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ETO(Engineer-to-order) 수주형  산업으로써  

제품의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설

계를  시작하고  생산을  수행하는데  주문  생산의  특성상  주문에  따라  설

계  및  생산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 조선

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 블록이라는  중간  제품으

로  분할하여  생산하고  블록의  사이즈는  조선소가  보유한  설비 , 공간  등

의  자원에  따라서  결정된다 . 대형  상선의  경우 , 한척의  선박은  평균  300

개의  조립  블록으로  구성되고  해당  블록들은  약  1600 개의  생산  액티비

티를  가져서  이를  위한  생산계획은  불가피하게  복잡해진다 . 또한  선박이  

건조되는  시작일부터  최종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날짜까지  약  1~2

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조선소에서는  동시에  이러한  선박들을  여러척  건

조하기  때문에  생산계획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한다 .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생산계획은  일반적으로  관리  대상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 이는  선박을  프로젝트로  보고  프로젝트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WBS 를  조선  생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조선소의  

생산계획도  계층적  구조를  갖게  되고  계층별로  단위  생산  공정을  중심

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계획으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

정되고  상위  단계의  계획은  하위  단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제약조건으

로  활용된다 . 그러나 , 계층적  구조의  생산계획을  이용하여  생산해도  조

선소의  생산계획  준수율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  이는  생산

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 조선  산업은  

자동차 , 항공 , 반도체  등  기타  제조업과  달리  자동화  수준이  낮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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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수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 또한  날씨와  같은  변동적인  요소를  

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동

적인  요소를  포함한  상세한  생산  거동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 이  외에  매

일  야드에서  일어나는  단위  생산  공정들  사이의  복잡한  물류  흐름도  생

산계획  수립  시점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생산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언급된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들을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 

조선소와  같은  복잡한  생산  환경  내에서  다양한  변동성  요소들은  예

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을  

고려한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산계획을  검증하고  계획의  품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따라서  조선  생산계획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한계점을  도출하고 , 도출한  한계점과  연관된  생산  환경  내  변동

성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 다음  식별한  변동성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정의하였다 .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고  해당  시스템  내에서  변동성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  및  시뮬레이션  방법도  정의하였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실제  

조선소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탑재  일정  계획 , 블록  일정  계획  등  다양한  

생산계획을  대상으로  변동성  요소들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요

소별  영향도  및  복수의  요소들을  결합한  결합  효과를  확인하였고  조선

소  실적  데이터와  비교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 적용한  결과 , 제안한  시

스템을  이용하여  실제로  생산계획의  검증  및  개선이  가능한  것을  정량

적으로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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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사건  시스템  시뮬레이션 (Discrete event system simulation), 

조선소  생산  계획 (Shipyard production plan), 

변동성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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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1.1.1 조선소 생산계획의 중요성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ETO(Engineer-to-order) 수주형  산업으로써  

제품의  납기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제조  산업은  

CODP(Customer order decoupling point)에  따라서  크게  Make-to-

stock(MTS), Assembly-to-order(ATO), Make-to-order(MTO), Engineer-

to-order(ETO) 등으로  나뉜다 . CODP 란  제조업의  가치  사슬  내  고객의  

주문과  제품이  연결되는  지점을  의미하고  지점에  따라서  Figure 1 와  같

이  ‘forcast-driven’과  ‘customer order-driven’으로  나뉠수  있고  이는  제

품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다양한  제품의  범위를  수용하기  위해  나뉘는  

것이다 . ETO 산업인  조선  산업은  CODP 가  설계  단계에  있으므로  고객

의  요구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적용된다 . 따라서  선주와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계약에  명시된  납기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고객의  주문에  의하

여  설계를  시작하고  생산을  수행하는데  주문  생산의  특성상  주문에  따

라  설계  및  생산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계획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 

 

Figure 1 제조업 유형에 따른 CODP(Olhag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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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 블록이라는  중간  

제품으로  분할하여  생산하고  Figure 2 에서  예시로  보여준  것과  같이  블

록의  사이즈는  조선소가  보유한  설비 , 공간  등의  자원에  따라서  결정된

다 . 대형  상선의  경우 , 한척의  선박은  평균  300 개의  조립  블록으로  구

성되고  해당  블록들은  약  1600 개의  생산  액티비티를  가져서  이를  위한  

생산계획은  불가피하게  복잡해진다 .  

 

Figure 2 조선소 내 다양한 블록 및 최종 제품의 규모 

조선소의  규모와  제품의  긴  작업기간으로  인하여  생산  환경이  매우  

복잡하다 . 선박이  건조되는  시작일부터  최종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날짜까지  약  1~2 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조선소에서는  동시에  이러한  선

박들을  여러척  건조하기  때문에  생산계획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한다 . 아

래의  에서는  국내  모  대형  조선소내  선박별  액티비티수과  수립된  생산

계획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Figure 3 국내 대형 조선소 선박별 액티비티수(좌)와 생산계획의 결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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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조선소 생산계획의 특징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생산계획은 일반적으로 관리 대상을 분류하여 작성한다. 

이는 선박을 프로젝트로 보고 프로젝트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WBS 를 조

선 생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Figure 4 와 같이 현재 조선소에서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WBS 내에서 가장 상위 계층은 선박이고 다음 계층은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과 구역이고 그 하위에는 블록과 구역에서 수행되는 공정이며 최하위에는 공정

보다 더 세분화된 작업이다. 따라서 조선소의 생산계획도 계층적 구조를 갖게 되고 

계층별로 단위 생산 공정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계획으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되고 상위 단계의 계획은 하위 단계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제

약조건으로 활용된다. 생산계획은 영역에 따라서 planning 영역과 scheduling 영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Planning 영역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행동의 결과에 대하

여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라면, scheduling 은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지와 같은 구체

적인 작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planning 은 계획대상에 대하

여 일정, 예산, 물량, 시수 등을 주로 고려하고 scheduling 영역에서는 실제 작업

이 이루어지는 시작/종료일, 작업장, 담당 작업장, 작업 설비 등을 고려한다. 

 

 

Figure 4 조선소 생산관리의 WBS 와 생산계획의 단계별 대상 (L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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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생산계획의 계층적 구조와 관련하여 Lee (2007)과 Nam (2018)의 연구

에서 정의한 생산계획 프로세스와 입출력 정보를 확인하였다. Lee (2007)는 국내 3

곳의 대형 조선소에 대하여 분석하여 조선 생산계획의 단계를 선표계획, 대일정 계

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총 4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계획 대상과 목적을 정

의하였다. Nam (2018)은 Lee (200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선소별로 다른 용어

로 사용했지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혼동되고 있던 단계별 계획들을 정리하여 

Table 1와 같이 장기 생산계획, 중기 생산계획, 단기 생산계획 총 3단계의 조선 생

산계획 계층적 구조를 정의하였다. 

 

Table 1 조선소 생산계획 계층의 구분 및 요약 (Nam, 2018) 

 

그러나, 계층적 구조의 생산계획을 이용하여 생산해도 조선소의 생산계획 준수

율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낮은 편인데 이는 생산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결과이다. 조선 산업은 자동차, 항공, 반도체 등 기타 제조업과 달리 

자동화 수준이 낮고 작업자의 수작업 또는 반자동 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

한 날씨와 같은 변동적인 요소를 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 현

장에서 일어나는 변동적인 요소를 포함한 상세한 생산 거동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이 외에 매일 야드에서 일어나는 단위 생산 공정들 사이의 복잡한 물류 흐름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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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계획 수립 시점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

와 같이 언급된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들을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변동성 요소인 물류를 예시로 설명하면 조선소 생산 활동은 단위 생산 공

정과 그 사이의 옥외 물류 흐름으로 구성되지만, 생산계획에서는 물류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물류에 포함되는 적치장 내 블록의 적치와 블록의 이송을 모두 고려하

지 않는다. 하지만, 대형 조선소의 경우, 야드 내 매일 500~600 개의 블록이 적치

되어 있고 운반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효율적이 운영이 필요하고 생산

계획 수립 시 옥외 물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계획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다른 전형적인 변동성 요소인 날씨과 같은 경우, 조선소의 생산 

환경의 특성상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탑재, 옥외 용접, 의장, 도장 등의 옥외 생산 작업 외에 블록을 운반하는 옥외 물류

도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생산계획 수립 시 기상 정보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고 이로 인하여 계획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선소와 같은 복잡한 생산 환경 내에서 변동적인 요소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ES 기반의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이 제안되어 

왔다. Figure 5 에서 표현한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산계획을 검증, 평가 및 

개선해온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Figure 5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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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생산계획의 검증의 필요성 

생산계획을  수립  시  실제  생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실행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가상의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해야  한다 . 따라서  계획과  실적  사이의  차이를  감소하고  계획의  준수

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하지만  가상의  시뮬레이션  모델과  현실의  생산  

현장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한다 . 기존의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

들은  Figure 6 처럼  생산  현장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고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델의  현실  반영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였다 . 간극을  좁히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와  Table 2 같이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Figure 7 와  같다 . 

 

 

Figure 6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의 한계점 (revised from Son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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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기존의 조선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분석 

 

 

 

Figure 7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해야 할 변동성 요소 분석 결과 

 

따라서  Figure 8 와  같이  시뮬레이션의  각  단계에서  생산계획과  연관

된  변동성  요소를  식별해야  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하기  위

한  개선방안을  정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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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동적 요소를 고려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해야  시뮬레이션  결과들도  

서로  비교가  가능하고  따라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생산계획의  평

가  및  비교도  가능하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핵심성과지표 (KPI)를  이용하여  생산계획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KPI 는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요소의  성과를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고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  생산계획의  KPI

를  도출하여  생산계획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

로  KPI 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생산계획의  개선  여부

를  판단하였고  계획의  품질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생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데이터들을  생산계획  시

스템과  조선소  기간  시스템에서  수집해야  하고  수집한  데이터와  파악한  

현장  로직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해야  한다 . Figure 9 은  조선소  생산

계획  시스템과  연계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의  프로세스를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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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 

 

 

Figure 9 조선소 생산계획 검증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 사이 연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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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동향 

1.2.1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조선 생산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에

는 시뮬레이션을 조선 생산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

용한 사례에 대한 연구 또는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Lee et al. (2002)는 Plant simulation 을 이용하여 조선소 평블록 조립 공장 내 실

행계획을 대상으로 작업자 할당을 고려한 단기 생산계획의 범위에 해당하는 월간 

또는 주간 일정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Kim et al. 

(2002)은 선박 건조에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사례로 탑

재 공정에 이를 적용해 보았다. 또한, Shin et al.(2004) 은 소조립 라인을 모델링 

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케이스를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

고, Woo et al. (2005)는 선박 건조 공정 혹은 일정 계획에 시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한 모델 방법론과 모델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2006)의 연구에서

는 판넬라인 공정에 대해 단기 생산계획 단계에서 공정 능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

터를 개발하였다.  

이후 계획, 제품, 설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 응용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 Lee et al. (2007)은 옥외 작업장에서 물류 흐름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

을 구현하였고, Song et al. (2009)는 블록 조립계획에 대하여 조립 공장의 공정 능

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 (2009)의 연구에서

는 일정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이를 판넬 제조 공정에 적

용하였고 Son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중일정 계획을 고려하여 작업자에게 생산

에 필요한 설계 작업을 할당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Lee & Oh(2014)의 연

구에서는 선표 계획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제품, 일정,공정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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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설비, 작업자, 작업장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Jeong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조선 생산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공정 중

심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을 이용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조선소 중일정계획에 적용하였고 Sung (2018)의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생산계획 

단계의 주요 직종에 대하여 부하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역방향 시뮬레이션 방법론

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론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Brazier and Perry (1991)의 연구에서

는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을 선박 건조 공정 단계와 공장 단계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Aoyama et al. (1999)은 조선소 액티비티를 적치, 작업, 

이송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Petri net 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Krause et al. (2004)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

여 조선소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며, 패널 블록의 조립 공정에 이를 적용하였다. Lamb et al. (2006)은 시뮬레이

션 기반 선박 건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Caprace et al. (2011)

는 탑재 공정을 최적화 하기 위하여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생산계획 또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상용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특징이 잘 반영되지 않았고 상

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소스 할당 로직만 사용하였고 세부적

인 운영 로직을 고려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다. 또한 확률적인 변동성을 고려한 시

뮬레이션 사례도 거의 없었다. 위의 생산계획과 연관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3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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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생산 공정 및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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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생산 환경 내 변동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생산계획의 시뮬레이션과 연관된 관련 연구 외에 조선소 생산 공정 및 생산계획 

관련하여 생산 환경 내 기타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관련 연구들도 분석하였다. 분

석한 결과,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로 옥외 물류를 고려한 관련 연구들이 다양하

게 존재하였다.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에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

하여 조선소 옥외 물류 시뮬레이션을 연구한 사례가 있었다(Lee et al., 2007). 하지

만 이 연구에서는 물류를 주요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수행하였고 생산계획과의 연계

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Song and Kang (2009)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DELMIA QUEST 를 이용하여 가상의 조선소를 구축하고 시나리오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지만 여전히 생산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Woo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적치장 배치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여 고려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블록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소 기존 보유한 설비를 토대로 대안을 생성한 것이 아

니라 추가적인 설비 투자 전략을 비교하였다. 그 뒤로 Cho et al. (2011)의 연구에

서는 조선소 블록 및 물류 계획 최적화와 부하 분석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

고 이와 관련된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물류 시뮬레

이션 시스템보다는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물류 운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가까운 결

과를 도출하였다. Song et al. (2012)의 연구에서도 역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블록 

물류 관리 시스템에 가까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Son and Ha (2014)의 연구에서는 

공리적 방법을 이용한 조선소 블록 물류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여 조선소 블록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도 역시 블록 

물류 운영 시스템에 더 큰 초점을 맞췄고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과 요구

사항만 분석하고 구현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Jeong (2018)은 선박 건조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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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배치, 물류 흐름을 연동한 조선소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제안한 시스템을 통하여 생산계획과 옥외 물류를 연동하여 두가지 항목

을 모두 검증할 수 있다는 활용 방안만 제시하고 실제로 적용하지는 않았다. Table 

4 은 조선소 내 옥외 물류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옥외 물류를 제외한 기타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

소들을 고려한 조선 생산계획 또는 생산 공정 시뮬레이션 사례들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다. 

 

Table 4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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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논문에서는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기반

의  생산계획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 생산  환경  내  변동적인  요소들을  

고려한  조선  생산  DES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산계획을  검증하고  개선

하고자  한다 . 

먼저  시뮬레이션  대상인  생산계획의  수립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한계

점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못하는  변동성  요소들을  식별한

다 . 단계별  생산계획과  연관된  변동성  요소들을  분류  및  식별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생산계획과  관련된  변동성  요소들을  크게  세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 첫번째는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위한  입력  요인이고  포함되는  요소

로는  각  공정별  리드타임의  변동성과  제품의  생산  순서의  변동성이다 . 

두번째  분류는  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이고  포함되

는  요소로는  옥외  물류 ,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장  또는  적치장  할당  로직

과  제품  할당  로직  등이  있다 . 마지막  분류는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

부  요인으로  포함되는  요소로는  기상  정보가  있다 .  

마지막으로  정의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토대로  생산계획  검

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설계  및  개발한다 . 먼저  제안한  시스템  내에

서  변동성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  방법을  정의하였고  변동성  요소별로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였다 . 

다음  개발한  시스템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본  논문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을  탑재  일정  계획 ,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총  두가지  사례에  적용하여  생산계획  검증  및  개선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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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은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2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대상인  생산계획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과정

에서  존재하는  한계점들을  분석하고 , 한계점들을  토대로  생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변동성  요소  및  기존  생산계획  시뮬레이션에

서  변동성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 또한 , 기존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

션  방법론  중  적용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 조선  생산  정보  

모델 ,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 

 

3 장에서는  2 장에서  도출한  한계점으로부터  관련된  생산  환경  내  변

동성  요소들을  분류  및  식별하였다 . 시뮬레이션에서  각  요소를  적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서  반영  

위치  및  반영  방법도  정의하였다 . 그리고  변동성  요소를  고려하기  위한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계획  시뮬

레이션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 설계한  시스템  내  변동성  요소들의  모델링  

방법을  정의하였고  요소별  작동성도  간단한  사례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 

 

4 장에서는  구현한  시스템을  두가지  다른  생산계획  사례에  적용하여  

생산  동적  요소를  고려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 시뮬레이션  결

과로부터  개발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생산계획의  검증  및  개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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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선소 생산계획 프로세스 분석 

2.1.1 조선소 생산계획 프로세스 

일반적으로  조선소의  생산계획을  Figure 10 처럼  장기  생산계획 , 중기  

생산계획 , 단기생산계획  등  세  단계로  나눌수  있고  계획별  자세한  내용

은  Table 5 과  같다 . 상위  단계의  생산계획에서는  개략적인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 이후  기본  설계  및  상세  설계가  진행되

어  충분한  설계  정보가  제공되면  하위  단계의  좀  더  상세화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Nam, 2018). 

 

Figure 10 조선소 생산계획 프로세스 흐름도 (Su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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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조선소 생산계획 상세 (Nam, 2018) 

계획 단계 계획명 설명 

장기 

생산 일정 계획 계획 기간 동안의 휴일/작업일 결정 

Batch 계획 
도크에서 연도별 건조되는 선박의 수와 건조
되는 기간을 결정 

선표 계획 
도크별로 건조될 호선을 결정하고, Batch 계
획에 따라 호선별 키이벤트 일정을 결정 

도크 배치 계획 
결정된 키이벤트에 따라 도크 내 호선의 물
리적 배치를 결정 

안벽 배치 계획 
결정된 키이벤트와 호선의 종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안벽 운용 계획 

가용 Capacity 계획 
선박 건조에 필요한 직종별 조선소의 가용 
물량 및 시수를 결정 

직종별 부하 계획 
가용 Capacity에서 처리 가능한 직종별 물량 
및 시수에 대한 일정을 결정 

중기 

탑재 일정 계획 
탑재 블록에 대한 네트워크 결정 및 크레인
의 부하를 고려한 탑재일 결정 

PE 일정 계획 
PE 블록에 대한 선각, 의장, 도장 등의 액티
비티 일정 결정 

조립 일정 계획 조립 블록 공정에 대한 액티비티 일정 결정 

블록 배치 계획 
PE 작업장과 조립 작업장 내 정반에 대한 블
록 배치 계획 

안벽 키이벤트 일정 계획 
진수 이후 안벽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내 주
요 공사에 대한 일정 결정 

안벽 공간 배치 계획 
안벽 키이벤트 일정을 고려한 호선별 계류될 
안벽 결정 

선박 구역별 일정 계획 
도크 및 안벽에서 선박 구역별로 수행되어야 
할 의장, 도장 등의 상세 액티비티 일정 결정 

단기 

WOP 계획 
블록과 구역별 일정을 토대로 작업 그룹별 
일정 계획 

WOD 계획 
WOP 계획을 토대로 생산 작업 지시를 위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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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생산계획은  3 년에서  5 년  단위의  기간에  대하여  조선소의  매출  

달성과  직종별  부하를  계획하는  것을  목표로  호선의  주요  일정을  결정

하는  계획이다 . 조선소의  주요  제품인  선박은  고객에게  주문받아  인도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1.5 년에서  2 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 생산  일정은  해

당  기간에서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한다 . 따라서  마일스톤으로  간주되는  

선박의  주요  키이벤트를  결정하여  일정을  세분화한다 . 주요  키  이벤트는  

크게  4 가지로써 , 선박  건조의  첫  시작인  강재를  절단하는  이벤트 (Steel 

Cutting, S/C), 블록  제작  이후  도크에서  첫  블록을  탑재하는  이벤트

(Keel Laying, K/L), 도크에서  작업을  완료하여  선박을  진수하는  이벤트

(Launching, L/C), 완성된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는  이벤트 (Delivery, 

D/L)이다 . 이  4 가지  이벤트에  맞춰  선박에  대한  건조  대금인  선가가  선

주로부터  분할되어  지급되므로 , 키  이벤트는  조선소의  매출과도  관련되

는  중요한  날짜이다 . 

중기  생산계획은  6 개월에서  1 년  단위의  기간에  대해  실제  기준이  되

는  생산  액티비티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 생산  액티비티의  

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 생산  액티비티의  일정  수립과  조

선소  사내 /외  물량  및  시수에  대한  계획을  주로  수행한다 . 중기  생산계

획은  장기  생산계획에서  결정된  키이벤트를  제한조건으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 탑재  공정을  기준으로  크게  2 개의  세부  계획으로  나뉜다 . 도

크에서  수행되는  탑재  공정이  조선소의  가장  큰  병목공정이기  때문에  

Figure 11 처럼  중기  생산계획은  탑재  공정을  기준으로  탑재  이전의  액

티비티에  대한  계획과  탑재  이후의  액티비티에  대한  계획으로  나뉘어  

진다 . 



제  2 장  조선소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방법론  
  

 

22 

 

 

Figure 11 중기 생산계획의 선행 계획 및 후행 계획 분류 (탑재 공정 기준) 

 

조선소의  주요  제품인  선박의  경우 ,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들을  조립

하여  생산하게  된다 . 이때  작은  블록들을  조립하여  크기가  큰  블록을  제

작하며 , 크기가  충분히  커진  블록은  도크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탑재  공

정을  수행한다 . 따라서  탑재  공정  이전의  경우  제품은  선박의  형태가  아

닌  블록이라는  반제품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 탑재  이전의  생산  액티

비티는  작업  대상  블록을  기준으로  생산  일정 , 작업  물량  및  시수  등을  

계획하고  확인한다 . 탑재일은  연기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행  중

기  생산계획은  탑재일을  기준으로  탑재의  대상이  되는  탑재  블록의  납

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따라서  탑재  이전  계획은  작업의  대상

이  되는  블록을  기준으로  대상  블록에  해당하는  생산  액티비티의  일정

을  탑재  날짜를  기준으로  Backward 방식으로  결정한다 . 블록  기준의  

선행  중기  일정  계획은  크기가  작은  조립  블록에  대한  액티비티  일정을  

수립하는  조립  일정  계획과  크기가  큰  PE 블록을  대상으로  액티비티  

일정을  수립하는  PE 일정  계획으로  나뉘어  진다 . 각  조립  블록과  PE 

블록에  대하여  수행되는  작업별  부하를  평준화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계

획하며 , 실제  조립  및  PE 작업장  내  블록을  작업하는  공간인  정반에  물

리적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을  확정한다 . 이  때  생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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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량이  많아  부하가  과도할  경우  사외  업체에  외주를  주는  작업량을  결

정한다 . 탑재가  완료되어  선체에  대한  생산이  완료되면  제품은  비로소  

선박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 

탑재가  완료된  이후  제품은  도크에서  빠져나와  안벽에  계류되며 , 안

벽에서  주로  선체  내  의장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안벽에  계류된  상태

의  제품은  더  이상  블록의  형태가  아닌  선박의  형태를  가지게  되며 , 따

라서  안벽에서의  의장  작업은  선박을  기능이나  위치별로  나눈  구역을  

기준으로  생산  일정 , 작업  물량  및  시수를  계획한다 . 안벽의  경우  도크

에  비해  작업이  가능한  생산  Capactiy 가  여유롭기  때문에  작업  일정이

나  작업  물량을  계획할  때  탑재  이전  계획보다  제약조건이  자유롭다 . 따

라서  탑재  이후  후행  중기  생산계획을  수행할  때에는  탑재일을  기준으

로  Forward 방식으로  액티비티의  생산  일정을  결정한다 . 후행  중기  일

정  계획의  첫번째  단계는  안벽에서의  주요  이벤트  일정을  결정하는  후

행  키이벤트  계획이다 . 안벽에서의  키이벤트  일정이  결정되면 , 해당  일

정으로  실제  안벽  내  물리적  배치가  가능한지  안벽  배치를  수행해보고 ,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후행  키이벤트  일정을  변경한다 . 배치가  가능한  

후행  키이벤트  일정에  대하여 , 구역별  세부  액티비티  일정을  생성한다 . 

구역별  액티비티  일정이  생성된  이후에는  생산  부하를  평준화  할  수  있

도록  일정을  재  조정하게  되고 , 후행  중기  생산계획을  확정한다 . 

단기  생산계획은  중기  생산계획에서  확정된  생산  액티비티를  바탕으

로  주  단위  또는  일  단위의  일정  계획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한

다 . 단기  생산계획에서는  작업  부서별로  부하를  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제  생산  현장에서의  일정인  WOP(Work Package)와  WOD(Work 

Order)을  계획한다 . WOP 는  작업  시수 , 자재  공급량  및  공급처 , 작업장  

및  작업팀  별  작업  계획  등을  포함한다 . WOD 는  WOP 보다  더  세분화된  

실행계획으로써 , WOP 의  정보를  더  세분화하여  세부  작업  또는  용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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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추가한  계획  정보이다 . 세부  작업은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단위까지  정의하여  실제  작업지시를  하는데  사용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조선  생산계획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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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생산계획 관련 변동성 요소 식별 

조선소 생산계획 프로세스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한계점을 토대로 오류! 참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와 같이 관련된 불확실성 및 변동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연관된 변동성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우선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ETO 

산업으로 설계와 생산 공정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추가 작업 물량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 작업 

물량 발생 시, 다른 생산 공정과 물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계층 

구조를 가진 단계적 생산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공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

별 계획 간의 연계가 부족하고 상위 단계의 생산 계획은 실제 생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계획만 수립된다. 또한 선박 건조 공정은 자동화율이 낮

고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노동 집약형 산업이기 때문에 인적 요소의 영향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사내 및 사외 협력 업체가 필요하고 이러한 불확실

성과 변동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생산 소요일을 산출하기 어렵고 현장의 유연한 작

업자 운영을 공기 산출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적이 계획에 적절하게 반영되

지 못하고 계획과 실적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조선소 내 동시에 건조되

는 선박이 많고 거치는 공정이 다양한 관계로 생산 현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현장의 노하우를 계획에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

서 날씨, 옥외 물류, 생산 환경 변화 대응 등을 생산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하고 

현장의 노하우와 관련된 작업의 우선순위 및 이에 따른 동적인 운영 규칙들도 고려

해야 한다.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산업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크기

가 크고, 작업 공간이 매우 넓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생산계

획 단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인 제약 조건을 실제 생산 공정

을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

의 해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합의된 규칙이나 작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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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점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에 따른 생산계획의 수립과 관련

된 대표적인 내재된 불확실성과 변동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생산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불확성과 변동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리드타임의 변동성, 생산 순서의 변동성, 리소스 

할당 로직, 제품 할당 로직, 날씨 및 옥외 물류 등 여섯가지 변동성 요소를 식별하

였다. 따라서 생산계획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시뮬

레이션 과정에 여섯가지 변동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Figure 12 생산계획 관련 변동성 요소 식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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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조선소 생산계획 한계점 분석 

생산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생산  환경  내  변동적인  요소의  반영  수

준이  매우  낮다 . 대표적인  예시로  생산계획  수립  시  옥외  물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 조선소  생산  활동은  단위  생산  공정과  그  사이의  

옥외  물류  흐름으로  구성되지만 , 생산계획에서는  물류를  고려하지  않는

다 . 즉  물류에  포함되는  적치장  내  블록의  적치와  블록의  이송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 하지만 , 대형  조선소의  경우 , 야드  내  매일  500~600

개의  블록이  적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반해야  하는데  생산계획  립  

시  옥외  물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면  계획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

친다 . 

 

 

Figure 13 옥외 물류를 고려하지 못한 블록 일정 계획 예시 

 

Figure 13 에서  보여주듯이  중기  생산계획의  블록  일정  계획  단계에서  

물류에  대한  고려는  단위  생산  공정  사이  버퍼기간을  주는  것으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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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이다 . Figure 13 처럼  블록  일정  계획은  실선으로  표기한  단위  생

산  공정과  그  사이  점선으로  표기한  버퍼기간으로  구성된다 . 각  공정에  

해당되는  액티비티  구성을  보면  블록  정보와  계획  정보을  포함한  다양

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버퍼기간에는  적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들이  전혀  없다 . 즉  생산계획  내  버퍼기간은  적치  공간 , 이송  장비  등을  

포함하는  옥외  물류를  고려하지  못한다 . 따라서  실제  생산  과정에서  적

치  공간  또는  이송  장비의  부족  등  원인으로  작업장이  변경되고  일정이  

지연되어  계획과  실적  사이  괴리를  초래한다 . 따라서  계획  수립  시  고려

했던  공정별  평준화된  부하를  망가뜨리고  하위  단계인  작업장별  실행계

획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제품  납기일의  지연을  초래하여  조선

소에  큰  경제적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 

 

 

Figure 14 생산계획에 대한 옥외 물류의 영향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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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은  옥외  물류가  생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 102 블록이  소중조립  공정이  끝나고  다음  공정인  중조립  공

정에  투입되기  전에  버퍼기간만큼  적치장에  적치되어  있어야  한다 . 하지

만  조선소  내  적치  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계획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우선  사용  가능한  적치장이  없어서  작업장  주변  도로  옆에  임

시로  적치하거나  작업장  정반에  머물수  있다 . 작업장  외부에  사용  가능

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임시로  적치하면  괜찮지만  작업장  정반에  머무

를  경우  작업공간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선후행  공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일정  기간이  지나고  사용  가능한  적치장이  있

어서  적치를  할  수  있더라도  작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적치장에  할당

되어  물류  비용이  증가되고  상황에  따라서  적치  기간이  변경도  발생할  

수  있다 . 적치장  내  블록의  적치문제로  인하여  후행  공정의  지연을  초래

할  수  있고  조선소  내  실시간  생산  상황에  따라서  계획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작업장에  102 블록이  할당될  수  있다 . 이로  인하여  기존  계획에서  

수립한  작업장별  평준화된  부하를  파괴하고  조선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생산계획과  관련된  다른  한가지  대표적인  변동성  요소는  기상  정보이

다 . 기상  정보는  다양하게  조선소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 기온은  조선

소의  근무시간과  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여름에  기온이  특정  온

도를  넘으면  점심  휴계시간을  연장하고  이로  인하여  작업자의  근무시간

이  다축된다 . 또한  겨울에  기온이  영하일  경우 ,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철판을  예열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계획

보다  연장될  수밖에  없다 . 우천  요소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내  옥외  작

업  및  옥외  물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우천으로  인하여  옥외  생산  활동

의  능률이  영향을  받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휴일로  지정하

여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 . 생산계획  수립  시  이러한  우천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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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있지만  정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옥외  물류에  대한  우천의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 강풍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  내  옥외  크레

인  작업과  고소  작업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 . 특히  조선소  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코드에서  이루어지는  핵심  공정인  탑재  공정에  큰  영향

을  미친다 . 강풍의  날씨에는  옥외  크레인  사용이  불가하여  계획  날짜에  

블록을  탑재  못할  수  있지만  탑재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강풍의  영향

을  반영하지  못한다 . 마지막으로  습도의  경우에는  높은  습도  때문에  부

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녹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공정의  지연을  발생시킨다 . 생산계획  수립  시에는  이러한  녹제거  작업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지연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발생할  경우 , 현

장에서  계획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야근  또는  특근을  해야  하고  결국  

생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 

조선소에서는  기상  정보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상  관측  시스템

을  통한  날씨  경영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생산  현장  관리까지  기상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생산계획  수립  시  기상  정보의  활용수준이  여

전히  낮은  편이다 . 조선소  내  기상  정보의  활용은  Table 6 처럼  주로  일

기  예측  모델을  이용한  위험  기상의  예방  및  대응과  단기적인  현장  관

리에  대한  적용이다 . 생산  환경에서  기상  정보는  장기  생산계획  내  작업

시수의  산출과  옥외  작업의  단기  생산계획  수립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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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국내 조선소 내 기상 정보 활용 현황 

 

 

조선소  생산의  기준  일정인  중기  생산계획  단계에서는  기상  정보를  

많이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생산계획  수립  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이

한  체계적인  방법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 . 

장기  생산계획  단계에서  직종별  시수계획을  수립할  때  1 인당  가용  시

수를  산출  시  우천  날씨를  고려하고  있고  Figure 15 에서  보여주는  과정

을  거쳐서  산출한  가용  시수를  이용하여  생산계획에  대한  우천의  영향

을  반영하고  있다 . 각  직종별  월별의  우천일을  예상하고  그  중  작업일에  

포함되는  일수와  우천시  작업  불가능한  범위 , 우천  교육  비율 , 근태  요

소 , 명휴비율 , 보정시수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각  직종의  월별  1

인당  작업시수를  산출한다 . 



제  2 장  조선소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방법론  
  

 

32 

 

 

Figure 15 우천 날씨를 고려한 1 인당 가용 시수 산출 프로세스 

 

장기  생산계획  단계에서  직종별  시수계획을  수립할  때  1 인당  가용  시

수를  산출  시  우천  날씨를  고려하고  있고  Figure 15 에서  보여주는  과정

을  거쳐서  산출한  가용  시수를  이용하여  생산계획에  대한  우천의  영향

을  반영하고  있다 . 처럼  생산계획에서는  우천의  영향을  월별로  균등하게  

반영하였지만  실제  생산은  우천의  영향을  균등하게  받지  않고  있고  이

로  인하여  계획과  실적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 Figure 16 의  좌측  그림

처럼  생산계획에서는  우천의  영향을  기간  내  균등하게  고려한다 . 하지만  

Figure 16 의  우측  그림과  같이  실제  생산  환경  내  우천  요소는  균등하

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생산계획  수립  시  기상  정보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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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생산계획 내 우천 요소 반영 수준 미흡 

 

생산계획에서  공정의  리드타임  변동성에  대한  반영수준이  매우  낮다 . 

Table 7 와  같이  조선  생산  공정의  표준  리드타임  개선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여전히  표준  리드타임의  개선이  필요하다 .  

 

Table 7 공정별 표준 리드타임 개선 관련 연구 현황 

 

 

Song et al.(2009)는  블록  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실적  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대상  공정의  생산  능력을  분석하였고  Woo et al. 

(2015)는  블록  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표준  시수  산출  템플릿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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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뮬레이션  기반  표준  시수  산출  체계를  정립하였다 . Lim et al.(2016)

은  도크  탑재  공정을  대상으로  변공성  및  리소스  제약조건을  적용한  탑

재  프로세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Ham et al. (2016)은  배관  공정을  

대상으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  및  PLS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한  리드타

임  예측  모델을  정의하였다 . Park & Woo(2018)는  배관재  공급  리드타임  

관련하여  분포  혼합  모델을  이용한  확률  분포  모델을  적용하였고  Park 

et al.(2019)는  프로세스  마이닝  기법을  해양플랜트의  배관재  제작  공정  

관리에  적용하였다 . 그리고  Kwon & Ruy(2019)는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탑재  공정을  대상으로  탑재  시수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하지만  

현재  생산계획에서는  표준  리드타임만  고려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공정

별  리드타임의  변동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외에  생산계획에서는  리소스  할당  로직 , 제품  할당  로직과  같은  

생산  현장의  세부적인  로직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 따라서  현장  운영  메

커니즘을  토대로  실시간  상황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운영되는  생산  현장

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 또한  조선소  내  생산계획의  수립 , 수정  및  

검증이  매우  긴  시간을  소요하고  수정된  생산계획에  대한  신뢰성도  매

우  낮다 . 따라서  생산계획을  수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증이  매우  어렵

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보장하기  매우  어렵다 .  

본  연구에서는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생산계획을  검증하

기  위하여  앞서  정의한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들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 . 변동성을  고려한  신속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생산계획을  검증

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검증  및  

수정하여  계획의  품질을  향상하고  따라서  조선소  내  생산계획의  준수율

을  향상하고  계획과  실적  사이의  괴리를  감소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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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 

본  절에서는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

존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 적용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 조선  생산에  적합한  6 대  요소  정보  

모델  및  공정  중심의  모델링  방법론 , 동적  해상도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

법  등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2.2.1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조선소에서  수행되는  생산계획  시뮬레이션은  실제  생산  이전  단계에

서  계획을  미리  검증하여  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 이는  생산을  관리하는  사이클인  PDCA(Plan-Do-

Check-Act) 중  생산계획이  가장  핵심인  ‘Plan’ 에  해당하기  때문에 , 시

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가상환경에서  실행하고 (Do)와  확인 (Check)하여  대

응 (Act)하기  위함이다 . 따라서  대상으로  하는  생산계획을  중심으로  시뮬

레이션  모델을  구성하고 ,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계획의  결과를  검토해

야  한다 . 따라서  조선  생산  시스템과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모사하고  다

양한  전략에  따른  시스템의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와  일관된  방법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Woo et al. (2017) 는  기존  조선소  시뮬레이션  연구  및  개발  사례를  분

석하여 , 불명확한  시뮬레이션  대상 (Uncertain target), 상업  소프트웨어

에  대한  높은  의존 , 사례  베이스의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Case by case 

simulation framework)가  한계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 생산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통일된 (unified) 프레임워크로써  Figure 17 와  같

은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 또한  Woo et 

al.(2017)가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선박  건조  공정과  공간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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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흐름을  고려한  조선소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가  

있다 (Jeong, 2018).  

 

 

Figure 17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및 시스템 구축 방안 (Woo et al., 2017) 

 

Figure 17 의  좌측  그림에서  표현한  조선소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

크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입력변수인  조선소  6 대  요소  정보  모델 , 시

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뮬레이션  플랫폼 , 시뮬레이션  목표 , 시뮬

레이션  목적값을  나타내는  KPI 의  4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가치  동인  나무 (Value 

driven tree, VDT)와  성과  피라미드 (Performance pyramid, PP)를  이용

하여  목표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로  구체화한다 .이때  사용되는  KPI 는  기존  조선소  내  생

산  관리  시스템이나  현장에서  사용되는  평가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 . 

여기서  6 대  요소  정보  모델의  경우  일정  계획의  비중이  높고 , 일정  계

획을  중심으로  제품 (Product), 공정 (Process), 자원 (Resource)이  변경되

어  관리되는  조선산업의  특성에  맞춰  정의된  데이터  모델로써  일정 , 제

품 , 공정 , 공간 , 인력 ,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 기존  Dassault systems 에

서  제안하여  시뮬레이션  모델로  주로  활용되던  Product, Process, 

Resource 의  PPR 모델에서  Resource 가  세분화되고 , Schedule 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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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Figure 18 와  같이  상세화  할  수  있다 . 시

뮬레이션  플랫폼은  조선소  표준  시뮬레이션  모델  라이브러리 , 시뮬레이

션  기능과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 시뮬레이션  커널 , 데이터  변환  어댑터 , 

결과  리포터를  포함하고  있다 . 시뮬레이션  플랫폼은  구축하고자  하는  시

스템을  알맞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때  조선소  표준  시뮬레이

션  모델  라이브러리에는  조선소  생산  시스템의  전형적인  구성  요소가  

공정  중심  시뮬레이션  모델의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  관련하여  이후  내용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기능은  시스템에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함수들의  묶음이고  알고리즘은  시뮬레이션  수행  시  발생하는  의사  

결정  규칙이나  절차로써  공간  활용  전략 , 제품  분배  규칙 , 이송  설비  할

당  규칙  등이  포함된다 . 시뮬레이션  커널은  이산  사건  시스템 (DES) 시

뮬레이션  기반의  시뮬레이션  엔진을  의미하고  데이터  변환  어댑터와  결

과  리포터는  대상  조선소  특징에  맞게  시뮬레이션  입출력  데이터를  가

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 

 

 

Figure 18 조선소 6 대 요소 정보 모델 (Wo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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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의  우측  그림은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가  활용되는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 시뮬레이션  대상에  따라  관련된  KPI 를  구성하고 , 입력  

변수 , 시뮬레이션  함수 ,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 시뮬레이션  모델의  4 가지  

구성요소로써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성함을  나타낸다 . 

생산계획의  6 대  요소  정보  모델  관련해서는  Nam(2018)이  단계별로  

정의한  바가  있다 . Figure 19 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장기  생산계획에서

는  계획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선박이고 , 계획  작성시  고려되는  공정은  

확정이  되어  있는  선박의  주요  키  이벤트인  강재  절단 , 블록  탑재 , 선박  

진수 , 선박  인도가  된다 . 물론  실적선의  경험을  토대로  선박을  건조할  

때  필요로  하는  직종도  장기  생산계획에서  고려한다 . 다음  설비  및  공간

은  조선소  내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도크 /선대  및  안벽을  중점적으로  고려

한다 . 인력의  경우  실적선  건조  경험을  토대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직종

별  인력을  모두  고려한다 . 최종적으로  작성이  되는  계획을  앞서  정의된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 작업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표현하였다 . 예를  들

어  Batch 일정  계획은  블록  탑재부터  선박  진수까지의  공정  내  도크 /선

대의  설비 , 공간 , 도크 /선대  내  직종별  인력을  고려하여  계획을  작성하

는  것이다 . 이렇게  생산  정보  모델을  활용하여  계획을  작성하면  시뮬레

이션을  수행할때도  동일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따라서  시뮬레이션의  단점으로  지적된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정보  

수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 계획에  차질이  생겼

을  경우  계획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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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장기 생산계획의 생산 정보 모델 (Nam, 2018) 

 

중기  생산계획에서는  Figure 20 와  같이  설계  정보에서  결정된  선박의  

블록  분할  정보를  토대로  제품의  대상이  블록 , 선박으로  나뉘어진다 . 특

히  블록은  조립  블록 , PE 블록 , 탑재  블록으로  더욱  구체화된다 . 다음  

공정은  블록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되는  공정과  선박의  구역별로  수행되

는  공정으로  구체화된다 . 설비와  공간도  앞서  장기  생산계획에서는  주요  

리소스인  도크 /선대와  안벽만  고려했으나 , 중기  생산계획에서는  각  공정

별로  필요한  설비와  작업장으로  구체화된다 . 이에  따라  인력도  직종별  

인력이  아닌  공정별  인력으로  구체화된다 .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 작업자에  따라  계획이  수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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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중기 생산계획의 생산 정보 모델 (Nam, 2018) 

 

Figure 21 와  같이  단기  생산계획에서는  생산  설계  정보에서  결정된  

부재  및  블록의  도면  및  공법  정보 , 의장에  대한  도면  및  상세  정보  등

을  통해  관리되는  제품  정보가  강재 , 소조  블록 , 중조  블록 , 대조  블록 , 

PE 블록 , 탑재  블록 , 선박으로  더  세분화된다 . 즉 , 중기  생산계획보다  

블록의  단위를  더  나누어  관리하게  된다 . 다음  공정의  경우  의장  작업을  

기장 , 선장 , 전장  등으로  세분화한다 . 중기  생산계획과  비교해보면  공정  

또한  실적  집계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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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단기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지정하기  때문에 , 실제  작업장  

내  모든  주요  장비가  표현되어  있다 . 예를  들어  대조립장에서는  대조  블

록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용접  및  도장  장비와  블록을  배치하는  정반 , 용

접을  위해  설치하는  발판 , 블록의  위치를  변경하는  오버헤드  크레인 , 블

록을  운반하는  트레일러 , 지게차 , 트랜스포터  등이  정보  모델로  작성되

어  있다 . 공간의  경우  조립  공정에  따라  더  세분화되었고 , 작업자는  공

정별  인력에서  작업별  인력으로  변경된다 .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 , 공정 , 

설비 , 공간 , 작업자에  따라  실행  계획이  수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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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단기 생산계획의 생산 정보 모델 (Na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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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제조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조  시스템의  특

징을  명확히  반영해야한다 . 따라서  생산  시스템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대부분의  제조  생

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상용  프로그램에서는  설비를  정의하고 , 해당  

설비가  수행하는  공정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한

다 . 이러한  모델링  방법은  단일  설비가  일정한  공정을  수행하는  흐름  작

업  생산  유형을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 하지만  개별  작업  생산  유형에  가

까운  조선  산업의  생산  시스템은  단일  설비가  일정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고 , 복수의  설비가  복수의  공정에  공유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또

한  선박  건조  공정  중에는  단일  제품이  여러  공정을  거치는  경우가  일

반적이다 . 따라서  이러한  조선소  생산  환경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시

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이  필요헀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 기존의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조선소  생산  환경의  특징을  표현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 따라서  Han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선박  건조  공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정을  중

심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인  페트리  넷 (Petri net)을  이용하여  조선소  패널  

라인을  모델링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는  시뮬레이터를  구현하였다 . 이

후  Song(2013)의  연구에서는  조선소  생산  정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공정을  중심으로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인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이를  PMOS(Process Modeling Of 

Shipyard simulation)으로  정의하였다 . 이를  토대로  Lee et al.(2014)는  

Song (2013)가  제안한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이를  

PCM(Process-centric modeling)으로  정의하였다 . Jeong et al.(2018)은  

PCM 을  토대로  조선소  6 대  요소  정보  모델을  이용한  공정  중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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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Figure 22 와  같이  물류  토큰을  추가하여  물류  흐름을  식별하고  

모델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Figure 22 물류 토큰을 이용한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 (Jeong, 2018)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은  공정을  시뮬레이션  기본  단위로  설정하여  

선박  건조  공정을  선행  공정과  후행  공정의  관계로  표현하고 , 각  공정에  

상세한  로직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 상세  로

직은  승인 , 입고 , 작업 , 출고 , 이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정에  제품을  

할당하고  설비 , 공간 , 인력  등  리소스를  제약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모델링  방법은  공정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선박  건조  계획과  

공정  정보를  표현하는데  용이하고  공정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조선소  

생산  관리  체계와의  호환성이  매우  뛰어나다 . 물류  토큰은  단위  생산  공

정의  앞에  위치하여  단위  생산  공정  사이의  물류  흐름을  표현할  수  있

고  상세  로직은  승인 , 물류 , 경로  탐색으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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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예시 – 조립 공정 

(revised from Jeong et al. 2016) 

 

Figure 23 은  예시로  선박  건조  공정  중  핵심  공정인  조립  공정을  설

비  중심의  모델링  방법과  공정  중심의  모델링  방법으로  나타낸  개념도

이다 . 화살표로  표현된  연결  관계는  제품의  흐름에  따른  설비  간  연결  

관계를  나타낸다 . 동일한  공정을  대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모델링한  결과

를  비교하면  공정  중심  모델링과  설비  중심  모델링의  차이를  명확히  파

악할  수  있다 . 설비  중심으로  모델링한  경우에는  제품을  분배하는  로직

이  입고되는  설비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하며 , 실제  조립  공정을  수행하

는  작업장인  정반에는  취부 (Fit-up), 용접 (Welding), 사상 (Finishing), 

검사 (Inspection) 등의  상세  공정  수행  로직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이송하는  지게차나  트랜스포터와  같은  이동설비에

도  작동  로직이  별도로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 반면 , 공정  중심을  이용

하여  모델링한  경우에는  제품의  입고부터  출고까지의  공정을  선행  공정

과  후행  공정의  관계만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설비  중심  모델링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델과  달리  설비  작동  로직  등을  반복하여  입력하



제  2 장  조선소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방법론  
  

 

46 

 

지  않고 , 제약  조건으로  설정하여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eong (2018)이  제안한  물류  토큰을  추가한  공정  중심의  시

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였고  모델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한다 . 

 

  

Figure 24 조선소 작업 분류 체계와 제품 간 관계 (Lee, 2013) 

 

본  절에서  적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정리하면  Table 8

와  Figure 25 와  같다 . 기본적으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조선  생산  6

대  요소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 마지막으

로  단계별  생산계획의  정보  모델을  이용하여  생산계획  데이터와  모델  

속성을  매핑시켰고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을  이용하여  모

델링을  진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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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적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 요약 

Index 적용한 기존 연구 적용 방법 

A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조선소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의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B 
조선 생산 6 대 요소 

정보 모델 

조선소 6 대 요소 정보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성 

C 
단계별 생산계획 

정보 모델 

단계별 생산계획의 정보 모델을 이용한 

조선소 데이터-모델 속성 매핑 

D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 

공정 중심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론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Figure 25 적용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방법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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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생산계획 변동성 요소 분류 및 반영 방안 정의 

본  절에서는  2 장에서  분석한  생산계획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이와  관

련된  변동성  요소들을  분류하고  이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정의하였다 . 

3.1.1 생산계획 관련 변동성 요소 분류 

앞서 2 장에서 생산계획과 관련하여 도출한 여섯가지 변동성 요소들을 적절하게 

시뮬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의 Figure 26 와 같이 크게 세가지 분류로 구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시나리오 생성하기 위한 입력 요인이고 포함되는 요소로는 

각 공정별 리드타임의 변동성과 제품의 생산 순서의 변동성이다. 두번째 분류는 시

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이고 포함되는 요소로는 옥외 물류, 생산 

현장에서의 작업장/적치장 할당 로직과 제품 할당 로직 등이 있다. 마지막 분류는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인으로 포함되는 요소로는 기상 정보와 사외 제작 물

량 등이 있다. 사외 제작 물량의 경우, 협력업체에서 제작하고 납기에 조선소로 운

반하는데 납기일을 초과하면 계약에 의하여 조선소에 패널티를 지불해야 한다. 따

라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조선소 내부 생산 프로세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

소로 기상 정보만 고려한다. 

 

Figure 26 생산계획 관련 변동성 요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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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변동성 요소별 개선방안 정의 

3.1.2.1 시나리오 생성하기 위한 입력 요인 

생산 공정의 리드타임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확률 

분포를 적용하여 임의로 생성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고려된 데이터를 케이스별로 시

뮬레이션 모델에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가 건조하는 주요 제품의 선종, 블

록 유형을 고려하여 공정별 공기 실적의 확률 분포를 확인하였다(Figure 27).  

 

 

Figure 27 선종, 블록 유형에 따른 공정 실적 분석 결과 (예시: 조립,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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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각 공정별 공기의 확률 분포를 산출하고 이

를 이용하여 임의로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Figure 28 에서 표현한 예시처럼 변

동성을 고려하여 생성한 계획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하고 각 모델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생산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리드

타임 변동성의 반영은 제품이 많고 공정이 많은 중기 생산계획보다는 계획 액티비

티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기 또는 단기 생산계획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Figure 28 시뮬레이션 모델 내 변동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다른 한가지 요소인 생산 순서의 변동성 같은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들의 

투입 순서와 투입 견격에 따라서 생산성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제품의 납기를 

준수하는 전제하에 제품들의 생산 순서를 다양한 조합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들 사이의 투입 간격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선행 제품이 완료

되면 바로 제품을 투입할 수도 있고 공정별 부하의 평준화 수준과 공정별 리드타임

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품을 투입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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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생산 순서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지표가 최대가 될 수 있

는 생산계획을 도출하도록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Figure 29 에서 

예시로 보여주듯이 제품의 투입 순서, 공정별 리드타임, 투입 간격에 의하여 각 공

정에서 선행 제품이 완료되지 않아 다음 제품이 공정에 투입되지 못하고 적치하거

나, 해당 공정에 새로운 제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의 선행 공정이 완료

되지 않아 공정에서 제품이 없어서 대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적치

와 대기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Figure 29 생산 순서의 변동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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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30 에서 예시로 보여주듯이 시뮬레이션 모델 내 

제품의 생산 순서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적치와 대기 같은 낭비 요소들이 최소화 또

는 계획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량적 평가지표인 KPI 가 최적이 되는 생산계획을 

도출하고자 한다. 

 

Figure 30 생산 순서의 변동성 고려한 시뮬레이션(예시: 조립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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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기 위한 내부 요인으로는 작업장/적치장 할당 

로직, 제품 할당 로직 및 옥외 울류 등 생산 현장의 운영 규칙과 관련된 세가지 요

소가 포함된다. 먼저 리소스 할당 로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제품이 가용한 리소

스가 복수일 경우, 그 중에서 어떤 리소스를 할당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로직이고 

제품 할당 로직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동일한 리소스를 

이요해야 할 때 해당 리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부터 작업할지를 판단하는 로직

이다. 마지막으로 옥외 물류 같은 경우에는 단위 공정들 사이 존재하는 블록을 적

치 또는 이송하는 옥외 물류 흐름을 의미한다. 위의 세가지 변동성 요소는 모두 시

뮬레이션 과정 중에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사판단들을 최대한 모사하기 

위한 부분 요소들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야만 시뮬레이션 과정

을 정교화할 수 있고 생산계획을 보다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 

먼저, 조선 생산 관련 작업장/적치장 할당 로직은 조선소 내 리소스 할당 로직과

연관되어 있다. 조선소 리소스가 공간, 설비, 작업자로 세분화할 수 있어서 할당 로

직도 공간 할당 로직, 설비 할당 로직, 작업자 할당 로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생

산계획 단계별 정보 모델을 확인해보면 조선 생산 6 대 요소 정보 모델 중 공간에

는 도크, 안벽, 작업장, 작업 정반, 적치장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상

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따라서 현장 운영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조선소의 생산력 및 경쟁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 리소

스인 도크와 안벽의 할당은 선박 정보(선종, 선형, 규격 등), 납기일 등 정보를 이

용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의 할당은 옥내 우선, 선박 정보(선종, 선형 등), 블록 종류 

(평블록, 곡블록, 엔진 블록, 선실 블록 등), 공기 등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블록의 중조립 공정을 수행할 조립장을 선택할 때, 해당 선박의 선

종 및 선형에 따라서 할당 가능한 옥내 작업장부터 우선 할당하거나, 블록의 종류

에 따라서 평블록이면 평블록 조립 공장, 곡블록이면 곡블록 조립 공장, 엔진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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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엔진 전용 조립 공장으로 할당하거나, 공기에 따라서 공기가 아주 오래 걸리

거나 특정 기간 이하일 경우, 조선소의 생산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조립 작업장에 

할당할 수도 있다. 옥외 물류와도 연관된 적치장 할당은 운반대상인 블록의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 예를 들면 가장 우선적으로 동일한 권역에 있는 적치장 중에서 블

록의 후행 공정에 해당되는 적치장을 탐색하고 가용한 적치장 중 적치장 내 남아있

는 면적이 가장 큰 적치장을 선택한다. 여기서 권역은 조선소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일부 권역에서 발생하는 블록 운반은 직영 조직이 담당하고, 

일부 권역은 외주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권역을 보유한 

조선소에서는 가능하면 동일한 권역 내에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

약에 동일 권역 내 후행 공정에 해당되는 사용가능한 적치장이 없을 경우에는 선행 

공정 주변에 있는 적치장을 탐색하고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권역 제한 없이 거리가 

가장 가까운 후행 공정 또는 선행 공정에 해당되는 적치장을 선택한다. 두번째 리

소스인 설비 할당 로직은 크게 크레인, 자동화 장비(가공, 용접, 도장 등), 트렌스포

터 등과 관련한 할당 로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크레인의 할당은 크레인의 허용 

중량, 거리, 선후행 작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자동화 장비의 할당은 각 

작업장 내 운영 로직에 의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옥외 물류와도 연관되어 있는 트

랜스포터의 할당은 권역, 선후행 공정, 허용 중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의 할당은 작업 실적, 1 인당 가용시수 등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공간, 설비, 작업장 등 리소스의 할당 로직을 

Figure 31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소스 할당 로직 중 작업장/적

치장 할당 로직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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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조선 생산 관련 작업장/적치장 할당 로직 

 

두번째 요소인 제품 할당 로직을 반영하기 위해서 Figure 32 처럼 조선소 내 제

품 생산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로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제품 할당 로

직은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동일한 리소스를 이용해야 할 때 어떤 제품부터 작

업할지를 판단하는 로직으로 제조업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우선순위 규칙

(dispatching rule)을 의미한다. 조선소 작업장과 같이 Job Shop 형태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규칙 관련하여 Table 9 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양한 연구들이 수

행되었고 우선순위 규칙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Chang et al.(1996)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기존의 42 개의 우선순위 규칙을 비교 분석하

였고 Holthaus & Rejendran (1997)은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기존의 잘 알려진 

우선순위 규칙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우선순위 규칙을 제안하였다. 

Subramaniam et al.(2000)은 AHP(Analytic herarchy process)를 적용하여 동적

으로 가장 적합한 우선순위 규칙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Chiang 

and Fu (2007)는 기존의 18 가지 우선순위 규칙을 비교 분석하였고 납기일 준수를 

위한 새로운 우선순위 규칙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로 Xiong 

et al. (2017)은 4 가지 새로운 우선순위 규칙을 제안하였고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기존의 우선순위 규칙과 비교 분석하였고 Satoshi et al. (2019)는 실적 데이터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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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기계학습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규칙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우선순위 규칙들은 대량이 가정이 들어간 상황에서만 검증을 수행하였

고 또한 현실 반영 수준이 낮은 인하여 실제로 생산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Table 9 제품 할당 로직 관련 연구 현황 

 

 

조선소 생산계획은 계층적 구조를 갖고 계층별로 계획대상인 제품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장 운영 규칙을 토대로 계층별 제품에 알맞은 할당 규칙을 정의해야 한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장기 생산계획의 계획대상은 선박, 중기 생산계획의 계획

대상은 블록, 단기 생산계획의 계획 대상은 블록 또는 구역을 구성하는 하위 제품

인 부재, 철판, 의장재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장기 생산계획의 제품 할당은 도크/

안벽 내 선박의 할당 로직이 해당되고 중기 생산계획은 생산 공정 또는 물류 흐름 

내 블록의 할당 로직이 해당되며 단기 생산계획은 작업장 내 제품의 할당 로직이 

해당된다. 각 계획 단계별 제품 할당 로직을 정리하면 Table 10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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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제품 할당 로직 (예시: 도장) 

 

장기 생산계획 단계에서 동일 시각에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할 경우, 도크 

또는 내 어떤 선박을 할당할 지 결정하지 위해서는 진수 날짜, 시운전 날짜, 납기

일, 선종 및 선형 등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중기 생산계획 단계에서는 생산 공정 

내 블록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하여 후행 공정의 버퍼, 옥외 공정의 계획 시작일, 

PE 순서, 탑재 순서 등 정보들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생산계획에서 

작업장 내 제품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의 입고일, 출고일, 조립 순서, 블록 

종류 등 다양한 정보들을 고려해야 한다. 

 

Table 10 생산계획 단계별 제품 할당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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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 중 마지막 요소인 옥외 물류를 시

뮬레이션에 반영하기 위하여 Figure 33 와 같은 Jeong (2018)이 제안한 물류 토큰

을 이용한 공정 중심의 모델링 방법을 토대로 적용하였다.  

 

 

Figure 33 옥외 물류를 고려하기 위한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 확장  

(Jeong, 2018) 

 

시뮬레이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업장과 적치장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Jeong 

(2018)이 제안한 조선소 생산계획 정보, 공간 정보 간의 연동방법을 적용하였다. 

작업장 속성과 적치장 속성을 하나의 속성으로 연결한 물류 그룹 코드를 정의하였

고 Figure 34 처럼 물류 그룹 코드와 생산계획 단계에서 물량 배분 시 활용되는 작

업장 코드, 공저어 코드 간 연간 관계를 정의하였다.  



제  3 장  조선소  생산  환경  내  변동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60 

 

 

Figure 34 조선소 생산계획-지리 정보 연동 방법 개념도 (Jeo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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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인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인은 기상 정보이다. 조선소 

생산 환경의 특성상 옥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아서 거의 모든 작업이 날씨와

의 싸움이라 할 정도로 기상 정보가 조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하지만, 

기상 정보는 조선소에서 제어가 가능한 요소가 아니라 정밀한 예측을 통하여 대비

할 수 밖에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생산계획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

션 과정에서 기상 정보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현재 생산 현장과 밀접한 관계

를 갖는 강풍, 강수, 습도 및 기온 등 기상 정보의 과거 실적 데이터들이 대량으로 

축적되어 예측이 더 이상 불가능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상청 기상자료개방 포털에서 공

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Figure 35 처럼 대상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의 2009 년부

터 2018 년까지 10 년의 기온, 강수량, 풍속, 습도 등 지상 날씨 통계 데이터를 활

용하였다.  

 

 

Figure 35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지역 날씨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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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한 기상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최고기온의 경우 매년 7 월 중하순부터 8 월 

중하순까지 평균기온이 30℃이상인 날들이 집중되어 있었고 최저기온의 경우 매년 

12 월 중하순부터 2 월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0℃ 이하인 날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최고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수량의 경우, 조선소에서는 점심 휴식시간을 1

시간 연장하여 근무시간이 1 시간 단축되고 최저기온이 0℃ 이하인 경우, 철판을 

예열을 해야 용접과 곡직작업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서 작업의 능률이 영향을 받

게 된다(Kwon & Lim, 2014). 강수량의 경우에는 날짜별 시간당 최다강수량을 확인

하여 10mm 미만인 날에는 옥외 작업장의 생산성을 비율하고 감소하고 10mm 이

상인 날에는 우천으로 인찬 옥외 작업 불가, 호우 기준인 20mm 이상인 날짜에는 

조선소 사내 명휴라고 설정하였다. 풍속의 경우에는 날짜별 최대풍속과 해당 시각

을 확인하여 최대 풍속이 특정 풍속을 초과하고 해당 시각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면 

해당 날짜에는 옥외 고소 장비가 사용 불가라고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습도의 경

우에는 확인한 결과, 조선소들이 위치한 지역에서 1 년 365 일 중 약 340 일의 상대

습도가 50%이상이라서 고려하는 기상 요소에서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ble 11 와 Figure 36 와 같이 기상 정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Table 11 생산 계획 검증용 시뮬레이션 모델 내 기상 정보의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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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기상 정보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개선방안 

  



제  3 장  조선소  생산  환경  내  변동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64 

 

3.1.2.4 변동성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개선방안 요약 

여섯 가지의 변동성 요소를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서 어느 절차에서 반영해야 

하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한 결과는 Figure 37 와 같다. 시나리오 생성하

기 위하여 필요한 리드타임 변동성과 생산 순서의 변동성은 시뮬레이션 모델링 단

계에서 반영해야 하고 제어 불가능한 외부 요인인 기상 정보도 시뮬레이션 모델링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내부 요인인 제품 할당 로직

과 작업장/적치장 할당 로직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산 사건 시뮬레

이션 엔진에 반영되어야 하고 옥외 물류의 경우에는 공동적인 할당 로직과 관련된 

부분은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엔진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 조선소별 작업장 및 적

치장 보유 현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공간 정보는 시뮬레이션 모델링 절차에서 반영

하여야 한다. 

 

 

Figure 37 생산계획 검증용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내 변동성 요소의 반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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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동성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본  절에서는  생산계획  검증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과  

3.1 절에서  정의한  생산  변동성  요소별  개선방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 

3.2.1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변동성 요소를 고려

한 생산계획 검증용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Figure 38 와 같이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데이터 어댑터, 시뮬레이션 모델, 시뮤레이션 엔진 및 결과 리포터로 구

성되었다. 데이터 어댑터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조선소 기간 

시스템 또는 생산계획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하여 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데이터 

어댑터는 크게 단위 생산 공정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는 공정 모델러, 조선소 공간 

리소스를 매핑할 수 있는 공장 모델러, 조선소 생산 일정 계획을 모델 내 변환해주

는 캘린더 모델러로 분류할 수 있다. 변동성 요소 중 생산 순서의 변동성과 리드타

임의 변동성을 공정 모델러를 이용하여 반영할 수 있고 옥외 물류와 기상 정보는 

각각 공장 모델러와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데이터 어댑터로 입력 데이터를 변환하고 자동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여 조선소 6 대 

요소 정보 모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정의한다. 정의하는 과정에서 물류 토

큰을 활용한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을 사용한다. 시뮬레이션 엔진은 이산 사건 시

뮬레이션 커널을 기반으로 변동성 요소와 연관된 건조 공정과 물류 흐름 내 제품 

할당 로직과 리소스 할당 로직이 추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리포르

의 경우, 시뮬레이션 목적에 따라서 사전에 정의된 KPI 를 가시적으로 출력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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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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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시나리오 생성하기 위한 입력 요인 반영 

시나리오 생성하기 위한 입력 요인 중 공정 리드타임의 변동성을 반영하기 위하

여 Figure 39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우선 조선소 공정별 실

적 데이터를 토대로 공정별 블록 유형에 따른 공기의 확률 분포를 산출한다. 다음, 

산출한 확률 분포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케이스별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한다. 랜덤 데이터로 만들 복수의 시뮬

레이션 케이스들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이용하여 

생산계획의 검증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Figure 39 시뮬레이션 모델 내 리드타임 변동성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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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요소인 생산 순서의 변동성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제품별 각 공정에서 거치는 리드타임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제품 간의 투입 간격도 파악을 해야 한다. 제품의 각 

공정의 리드타임은 실적 데이터를 제품의 다양한 속성들을 토대로 분석을 통하여 

산출이 가능하고 제품 간의 투입 간격도 실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하거나 합리

적인 가정을 사용해도 된다. 그리고 제품의 투입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각 

제품의 납기일을 준수하도록 제약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만족하

면서 제품의 생산 순서를 다양한 조합으로 변경하여 복수의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생성한다. Figure 40 와 같이 시뮬레이션 케이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생산계획 KPI 를 분석하여 해당 수치가 최적인 생산 순

서를 획득할 수 있다. 생산 순서의 최적 조합은 시뮬레이션으로 시행과 착오를 겪

어서 도출 가능하고 문제에 알맞게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최적의 생산 순서를 산출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할 수도 있다. 

 

 

Figure 40 시뮬레이션 내 생산 순서의 변동성 적용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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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 반영 

시뮬레이션 정교화를 위한 조선소 내부 요인에는 작업장 및 적치장 할당 로직, 

제품 할당 로직 및 옥외 물류 총 세가지 변동성 요소가 포함된다. 먼저 작업장 및 

적치장 할당 로직의 경우 기존의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에서도 포함되어 있었지

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로직 또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가장 기본적인 랜

덤 할당을 적용하거나 또는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잘 알려진 우선순위 규

칙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생산 현장에는 사용 중인 작업장 및 

적치장 할당 로직이 존재하고 생산 환경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모사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로직들을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자 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연관된 작업장 또는 적치장의 할당 로직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로직들을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시스템 내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엔진을 개선해야 한다. 

 

 

Figure 41 우선순위를 고려한 작업장 할당 로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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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은 예시로 우선순위를 고려한 작업장의 할당 로직을 보여준다. 조선소

의 생산 환경 특성상 블록을 제작할 때 작업장별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대상 

조선소의 기존 실적, 블록 유형, 작업장 규격, 보유 설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해당 블록의 공정별 최우선적으로 계획 작업장에 할당한다. 그러나 계획 작업장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안 작업장을 탐색하게 된다. 

또는 Figure 42 에서 보여준 예시처럼 작업장 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장을 

할당할 수도 있다. 계획 작업장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동일한 공정의 작업장 중에

서 사용이 가능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작업장을 할당할 수도 있다. 예시처럼 거리

를 고려한 작업장 할당 로직에 의하여 소조립 1 공장에서 블록 A 를 다음 공정인 

중조립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조립 작업장을 할당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중

조립 1 공장과 2 공장이 모두 공간이 부족하여 그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중조립 3

공장에 할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2 거리를 고려한 작업장 할당 로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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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Figure 43 처럼 고정 작업장을 할당할 수도 있다. 계획 작업장의 공간이 부

족하더라도 고정 작업장 할당 로직에 의하여 계획 작업장인 중조립 1 공장에서 공

간이 생길생길 때 블록 A 를 적치장에 적치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 작

업장 할당 로직으로 인하여 기존 계획에서 블록 A 는 4 일만 적치장에 머무르면 되

었지만 실제로 7 일 머무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적치 기간이 

필요없이 중조립 2 공장을 사용할 수 있더라라도 고장 작업장 할당 로직에 의하여 

적치장에서 추가적으로 대기를 하고 중조립 1 공장으로 할당되게 된 것도 할 수 있

다.  

 

 

Figure 43 고정 작업장 할당 로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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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물류와도 연관된 적치장의 할당 로직 같은 경우, Figure 44 에서 예시로 표

현한 로직처럼 후행 공정의 적치장을 우선적으로 탐색하고 다음 현재 공정의 적치

장에서 가용한 적치장을 탐색하고 그 다음으로는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적

치장에 할당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4 옥외 물류 관련 적치장 할당 로직 예시 

 

두번째 요소인 제품 할당 로직의 경우, 리소스 할당 로직과 동일하게 시뮬레이

션 대상과 조선소 생산 환경에 따라서 연관된 제품 할당 로직을 파악해야 한다. 제

조 시스템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할당 로직 외에 조선소의 특성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품 할당 로직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파악한 규칙들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이산 사건 시뮬레이션 엔진

을 개선해야 한다. Table 12 은 국내 대형 D 조선소에서 적용하는 제품 할당 로직

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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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생산 공정 내 조립 블록의 할당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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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요소인 옥외 물류의 경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Jeong (2018)이 제안한 

물류 토큰을 추가한 공정 중심의 모델링 방법론을 토대로 옥외 물류 요소를 시뮬레

이션 모델에 반영하였다. Jeong (2018)의 연구에서는 상세한 물류 흐름을 고려하기 

위하여 물류 토큰에 공간 배치 알고리즘, 경로 탐색 알고리즘 및 이송 장비 할당 

알고리즘을 포함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물류 시뮬레이션이 초점이 

아니라 신속한 셍산계획의 검증 및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물류 토큰을 이용하여 

상세한 생산계획 및 옥외 물류 검증 시뮬레이션도 가능하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된다. 또한 조선소별 옥외 물류와 연관된 데이터 수준이 상이하여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생산계획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하여 공간 배치 알고리즘, 경로 탐색 알고리즘 및 이송 장비 할

당 알고리즘을 고려하지 않고 Figure 45 처럼 옥외 물류와 관련하여 적치장 면적만 

제야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적치장에 블록이 할당되었을 경우, 적치장 내 블록의 공

간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블록이 적치되는 기간 동안에 적치장의 유효 면적에

서 해당 블록의 면적만큼 빼내고 블록이 빠지면 적치장의 유효 면적에 블록의 면적

을 다시 더한다. 

 

 

Figure 45 적치장 면적만 고려한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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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인 반영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분류인 제어 불가능한 조선소 외부 요인에서 기상 정보를 

변동성 요소로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영하였다. 기상 정보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반

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 사내 생산 캘린더와 기상 정보를 연동하였고 

연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Figure 46 처럼 정적 생산 캘린더와 기상 정보의 영향률을 

고려한 동적 날씨 캘린더를 정의하였다. 정적 생산 캘린더는 공휴일 및 사내 지정 

공휴일 등으로 포함하는 조선소 사내 생산 캘린더를 의미하고 날짜별 고정된 각 작

업장의 최대용량 기준 가용률 정보도 포함한다. 동적 날씨 캘린더는 기상 정보의 

과거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확률 분포를 이용하여 동적으로 생성한 일별 기상 캘린

더를 의미하고 기상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작업일, 작업시간 또는 작업장 가용률이 

영향받는 수준 관련 정보도 포함한다.  

 

 

Figure 46 정적 생산 캘린더 및 동적 날씨 캘린더 

 

Figure 47 처럼 정적 생산 캘린더에는 일별 각 작업장의 최대 용량 기준 가용률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가용률은 시뮬레이션의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값이고 조선소 내 작업장별 주기적인 정비, 설비 변경 또는 보유 물량에 따라서만 

변경된다. 또한 정적 생산 캘린더에는 공휴일 및 사내 지정 휴일과 연관된 정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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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시뮬레이션 모델 내 정적 생산 캘린더 예시 

 

동적 날씨 캘린더는 기상 정보의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확률 분포를 이

용하여 동적으로 일별 기상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Figure 48 처럼 선택한 

날씨 요소에 의하여 3.1.2.3 절에서 정의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생산성이 영향 받는 

비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Figure 48 시뮬레이션 모델 내 동적 날씨 캘린더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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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은  정적  생산  캘린더  및  동적  날씨  캘린더를  이용한  시뮬레

이션  모델  내  캘린더의  예시이다 . 해당  예시에서는  기상  정보  중  풍속을  

고려하였고  최대  풍속이  12m/s 이상 (Kwon & Lim, 2014)인  근무일에는  

도크  내  탑재  작업이  불가하다고  설정하였다 . 따라서  동적  날씨  캘린더

에서  최대  풍속이  12m/s 를  초과하는  날짜인  2 일과  5 일에는  작업이  불

가하여  영향률이  0%이다 . 또한  정적  생산  캘린더를  확인해보면  날짜별

로  도크의  최대  가용률이  50% 또는  100%인  것  외에  최대  풍속이  

12m/s 초과하는  2 일과  5 일  중  2 일은  휴일이라서  기상  정보와  상관없

이  작업하지  않는  날짜였음을  화인할  수  있다 . 도크  내  작업을  대상으로  

동적  날씨  캘린더와  정적  생산  캘린더를  연동하여  기상  정보  중  풍속을  

고려한  결과 , 5 일에는  도크  내  탑재  작업이  불가하였고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  내  캘린더에  반영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49  최대 풍속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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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검증 

본 절에서는 변동성 요소들의 시스템 내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한다. 4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될 적용사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간단한 검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 내에서 각 변동성 요소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체크하였다.  

3.3.1 기상 정보의 동작 여부 검증 

3.3.1.1 풍속을 고려한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사례 

기상 정보의 동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사례에서는 향후 4 장에서 자세하

게 설명될 적용사례인 탑재 네트워크에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한 축소 모델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9.06 ~ 2019.07 로 총 두달로 설정하

였고 15 개의 탑재 블록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기상 정보 중 풍속을 고려하여 풍속이 12m/s 를 초과하는 작업일에는 고소작업인 

옥외 탑재 작업을 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Figure 50 처

럼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캘린더를 생성하였다.  

 

 

Figure 50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캘린더 생성(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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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소 생산 캘린더와 시뮬레이션 기간 내 동적

으로 생성한 일별 날씨 캘린더를 모두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캘린더를 생성한다. 

Figure 50 의 좌측에 표시된 시뮬레이션 캘린더에서 조선소 생산 캘린더로 인하여 

휴일인 날짜와 동적 날씨 캘린더에 의하여 휴일인 날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 일별 근무시간은 조선소 기존의 주간 근무시간을 똑같이 적용하였다.  

다음, 공정 모델러를 이용하여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

하였다. 입력 데이터는 Table 13 와 같이 국내 S 중형 조선소의 모 선박의 탑재 네

트워크 중에서 15 개의 탑재 블록을 추출하여 사용하여 Figure 51 와 같은 네트워

크 모델을 구축하였다. 

 

Table 13 검증용 축소 탑재 네트워크 입력 데이터 (일부) 

 

 

 

Figure 51 검증용 축소 탑재 네트워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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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는 Table 14 와 같다.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는 각 탑재 블록이 시뮬레이션 내에서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 정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52 처럼 세번째 탑재 블록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계획 

상 세번째 블록은 6 월 14 일에 작업을 시작하여 3 일 동안 작업하여 6 월 19 일에 

끝나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캘린더에서 6 월 18 일은 날

씨 영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여 종료일이 하루 지연된 20 일에 끝나야 한다. 

그러나 6 월 20 일도 역시 날시 영향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하므로 해당 작업은 6

월 21 일에 끝나야 한다. 예상과 일치하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세번째 블록은 6 월 

14 일에 작업을 시작하여 6 월 21 일에 종료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상 정보 

요소가 시뮬레이션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알 수 있다. 

 

Table 14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 (일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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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기상 정보의 동작 여부 검증을 위한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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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우천을 고려한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사례 

본 사례에서는 기상 정보 중 우천 요소를 고려한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강수량에 따라서 조선소 생산 활동이 상황 맞게 영향 받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중형 D 조선소의 블록 일정 계획 중에서 2019.03 ~ 2019.04 

약 한달 기간 내 7 개 블록을 대상으로 조립 및 의장 공정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

증 모델을 구축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우천 요소의 영향을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고려하였다. 일별 시간당 강수량이 10mm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상 작업하고 

10mm 보다 크고 20mm 보다 작은 날짜에는 옥외 작업만 불가하다고 가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mm 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조선소 전체가 휴무라고 가정하

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와 같이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 캘린더를 생성하였다. 시뮬레이션 캘린더에서는 시뮬레이션 기간 내 조선소 

생산 캘린더에 의하여 휴무인 날짜, 동적 날씨 캘린더에 의하여 조선소 전체가 휴

일인 날짜, 옥외 작업만 불가인 날짜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3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캘린더 생성(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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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장 모델러를 이용하여 공장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공정 모델러를 

이용하여 공정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본 사례에서는 Table 15 처럼 국내 중형 

D 조선소의 블록 일정 계획 중 7 개 블록의 조립 및 의장 공정의 계획 정보와 이

와 연관된 공장의 데이터(51 Bay 면적: 2100 ㎡, 71-1 Bay 면적:  1900㎡)를 사용

하였다. 

 

Table 15 국내 중형 D 조선소 블록 일정 계획 (7 개 블록의 조립 & 의장 공정) 

 

 

구축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는 Table 16 와 같다.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는 각 블록의 공정이 시뮬레이션 내에서 어느 작업장에 할당되고 해당 

작업장의 옥내/옥외 구분 외에 작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천 요소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54 처럼 

옥내 작업에 대한 영향을 먼저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중 표기한 블

록의 조립 공정은 3 월 28 일에 시작하여 8 일간의 작업을 거쳐서 4 월 9 일에 끝나

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9 일날에 우천으로 인하여 조선소 전체가 휴무라서 

하루가 지연된 4 월 10 일날에 끝나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를 확인한 결과, 예상과 일치하게 해당 블록의 조립 공정이 계획 종료일인 4 월 9

일보다 하루 지연된 4 월 10 일에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내 

옥내 공정에 대하여 우천 요소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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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우천 영향 검증을 위한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결과 

 

 

 

Figure 54 옥내 작업에 대한 우천 영향의 검증을 위한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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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천 요소의 옥외 작업에 대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Figure 55 와 

같이 상세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중 표기한 블록의 의장 공정은 4 월 

04 일에 시작하여 14 일간의 작업을 거쳐서 4 월 24 일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4 월 9 일날과 4 월 23 일날에 우천으로 인하여 조선소 전체가 휴무라서 이

틀이 지연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 월 17 일과 4 월 24 일에 우천으로 

인하여 옥외 작업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대상 공정이 옥외 작업인 관계로 또 

이틀이 지연되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은 총 4 일이 지연

되어 4 월 28 일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27 일과 28 일은 

주말인 관계로 공정의 종료일이 또 이틀 지연되어 해당 공정의 종료일은 총 6 일 

지연된 4 월 30 일에 종료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예상과 일치하게 해당 블록의 조립 공정이 계획 종료일인 4월 24일보다 6일 

지연된 4 월 30 일에 종료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내 옥외 공정에 

대하여 우천 요소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5 옥외 작업에 대한 우천 영향의 검증을 위한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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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작업장 할당 로직의 동작 여부 검증 

본 사례에서는 작업장 할당 로직을 고려한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작업장 할당 로직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대상 조선소 현

장에서 사용하는 Table 17 와 같은 선박의 종류 및 블록의 공정에 따른 작업장 할

당 우선순위 로직을 적용하였다. 제약조건으로는 작업장의 면적을 제약조건으로 고

려하였고 Figure 56 와 같이 국내 중형 D 조선소의 블록 일정 계획 중 31 개 블록

의 조립 및 의장 공정의 데이터와 이와 연관된 공장 데이터를 추출하여 공정 모델

러와 공장 모델러로 검증 모델을 자동으로 구축하였다. 구축한 모델 내 공정 및 우

선 순위에 따른 작업장 할당 로직은 Figure 57 와 같다. 

 

Table 17 공정별 작업장 할당 우선순위 규칙 

 

 

 

Figure 56 작업장 할당 로직 검증용 모델 내 입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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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검증 모델 내 공정 흐름 및 작업장 할당 로직 

 

구축한 모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는 Table 18 와 같다. 시뮬레이

션 결과에서는 각 블록의 공정의 계획 공기, 계획 작업장, 시뮬레이션 내에서 어느 

작업장에 할당되고 작업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작업장 할당 로직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58 처럼 시뮬

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Table 18 작업장 할당 로직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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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작업장 할당 로직 검증을 위한 결과 상세 분석 

 

시뮬레이션 결과와 입력 데이터를 연동하여 1순위 작업장이 52 Bay인 블록들을 

기준으로 상세 분석을 수행한 결과, 4 월 2 일에 투입될 블록이 52 Bay 에 투입되면 

작업장의 최대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52 Bay 에 투입되지 못하고 다음 순위의 작

업장인 42 Bay 에 투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로 52 Bay 에 투입되어야 할 

블록들도 1 순위 작업장인 52 Bay 에 공간이 없는 관계로 2 순위 작업장인 42 Bay

에 할당된 것을 확인하였고 시뮬레이션 내에서 마지막 블록으로 42 Bay 에 할당된 

블록이 들어들어올 때까지 42 Bay 의 최대용량이 넘치지 않은 것도 확인하였다. 또

한 Figure 59 처럼 작업장 할당 로직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일 경우에는 1 순

위 작업장인 52 Bay 이 사용 가능할 때까지 대기하여 일정 지연이 발생하게 될 것

이고 작업장 할당 로직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일정 지연을 피면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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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작업장 할당 로직 검증 모델의 상세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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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제품 할당 로직의 동작 여부 검증 

마지막으로 운영 규칙을 반영한 제품 할당 로직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사례에

서는 운영 규칙을 고려한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품 할당 로

직의 정상 동작 여부를 체크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국내 중형 D 조선소의 블록 일

정 계획 중 조립 공정에서 동일한 계획 시작일을 갖는 4 개의 블록의 데이터를 추

출하여 검증 모델을 구축하였다. 제품 할당 로직에서 4 개 블록의 조립 이후 공정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Table 19 와 같은 4 개 블록의 조립 공정 데이터 외에 

Figure 60 와 같은 후행 공정의 데이터들도 모델링 시 사용하였다. 

 

Table 19 제품 할당 로직 검증 모델의 입력 데이터 (공정 모델링용) 

 

 

 

Figure 60 제품 할당 로직 검증 모델의 입력 데이터(제품 할당 로직용)  

및 산출한 제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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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 적용한 제품 할당 로직은 블록의 남은 총 버퍼기간이 가장 짧은 블

록을 우선적으로 착수하여 작업하는 로직이다. 버퍼기간은 단위 공정 사이 적치기

간을 의미하고 해당 로직을 토대로 4 개 블록의 우선순위를 산출한 결과는 Figure 

60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출한 우선순위에 따르면 2 번째 제품을 가장 먼저 작업

하고 다음 순차적으로 1 번 제품, 4 번 제품, 3 번 제품을 작업해야 제품 할당 로직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축한 모델을 시뮤레이션 수행한 결과는 

Figure 61 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제품 할당 로직에 의하여 산출

한 작업 순서와 일치하게 시뮬레이션 내에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공정에 투입된 

블록들을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적용한 제품 할당 로직이 

시뮬레이션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61 제품 할당 로직 검증을 위한 결과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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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적용 사례를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성능 및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

양한 사례에 적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able 20 와 같이 탑재 일정 계획, 조립 블

록 일정 계획 총 두가지 사례에 적용하여 생산계획 검증 및 개선 관련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첫번째 적용 사례에서는 탑재 일정 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상 정보 중 풍속 

요소와 블록별 탑재 공정의 리드타임 변동성을 고려한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는 변동성 요소별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블록별 탑재 일정 지연 및 공정 

대기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별 최적 탑재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

고 따라서 이와 연관된 KPI 를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적용 사례에서 조립 블록 일정 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상 정보 중 강

수량과 블록 공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변동성 요소인 옥외물류(적치장 할당 로직

도 포함)외에 각 공정의 리드타임 변동성도 고려하여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례에서도 변동성 요소별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요소들을 결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조선소 실적 결과를 비교 분

석하여 해당 시스템의 생산계획의 검증 관련한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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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0 시뮬레이션 사례별 고려한 동적 요소 요약 

 

 

적용 사례별 조선 생산 6 대 요소 정보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62 와 같다. 

이를 토대로 각 적용 사례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였다. 

 

 

Figure 62 적용 사례별 6 대 요소 정보 모델 분석 

 



제  4 장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  및  적용사례  

 

95 

 

개발한 시스템을 적용한 두가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산 동적 요소를 고

려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계획 지원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단계

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진단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Simulation as a diagnosis tool) 

2)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Simulation as a decision supporting tool) 

3) 최적화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Simulation as an optimization tool) 

4) 주체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Simulation as a self-decision tool)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계획 수립 방법은 생산계획 담당자에 의존적이며, 

과다한 긴급 물량이 발생하거나 표준 정보가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

우에는 대응하기가 힘들다. 또한 생산계획 담당자가 대응하더라도, 원인에 대한 분

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현재 생산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생산 시스

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낭비 요소나 병목 공정 등을 찾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를 1) 진단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단계인 2)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단일 생산 계

획(혹은 시나리오)이 아닌 복수의 생산계획을 동시에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대안에 대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의사결정의 근거

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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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인 3) 최적화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표준 정보와 생산 시

스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최

적의 생산계획(혹은 시나리오)를 찾아준다.  

마지막으로 4) 주체적인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최적화 알

고리즘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다양한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하며,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이나 디지털 트

윈(digital twin)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생산계획 시스템에 연동된 시뮬레이

션 시스템 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생산계획 시스템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 결과를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다양한 생산계

획을 대상으로 1 단계와 2 단계까지 실현하였지만 3 단계와 4 단계까지는 아직 실현

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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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조선소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첫번째 적용 사례인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인 탑재 

일정 계획의 초기 계획을 수립 시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연이 최소화되는 계획을 수

립하는 것이다. 변동성을 고려한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탑재 지연을 사전에 확

인하고, 확인한 지연 정보를 토대로 블록별 최적 탑재 시작일 및 공기를 산출하여 

개선된 탑재 일정 계획을 획득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탑재 일정 계획은 조선소 내 

탑재 공정에서 사용되는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확정된 실행계획이 아니라 향후 분

기 또는 6 개월 기간의 탑재 일정 계획의 초기 계획을 의미한다.  

 

 

Figure 63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 내 탑재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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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탑재 네트워크 관련 용어 정리 

첫번째  적용  사례인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설명드리기  앞서  관

련된  용어들을  먼저  설명드리고자  한다 . 본  사례에서는  리드타임의  변동

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블록준비율 ( BR )을  적용하였다 . 블록준비율은  탑재  

시  각  블록의  계획  시작일을  기준으로  탑재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의미한다 . 블록준비율은  식  (1)과  같이  평균이  블록의  계획  시작

일이고  편차가  계획일  기준  블록  중류별  편차인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 블록별  탑재  계획일은  탑재  네트워크에서  CPM 기법을  적용

하여  계산되는  탑재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을  의미한다 . 대상  조선소의  

블록의  특성에  따라서  Table 21 와  같은  블록  편차들을  확인하였다 . 

 

𝐵𝑅  ~ 𝑁(𝜇, 𝜎)    (1) 

μ − mean of earliest start time of each block 

σ − deviation of earliest start time of each block 

 

Table 21 실적 기반 탑재 블록 종류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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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의  탑재는  선행블록의  탑재가  완전히  종료되고  다음  블록의  작업

이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블록의  일정  작업이  진행되면  다음  블록

의  탑재가  가능해진다 . 시작일자 (start date)는  해당블록의  착수  시작일

을  의미하며 , 후행블록  시작일자 (next block start date)는  후행  블록의  

탑재  시작일을  의미한다 . 종료일자 (finish date)는  해당블록의  탑재가  완

전히  종료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 

 

 

Figure 64 블록 탑재 프로세스 내 탑재 pitch 관련 설명 

 

예를  들어  Figure 64 에서  block A, B, C 는  탑재  블록이고 , block A 와  

B 의  탑재가  착수되고  각각의  표준  pitch 기간  동안  일정한  작업 (해당  

조선소의  경우  joint 부분  취부 )이  완료된  후 , 다음  블록의  탑재  착수가  

가능해진다 . 여기서  block C 의  경우에는  선행  블록인  block A 와  block 

B 가  모두  취부가  완료된  7 월  10 일에  착수가  가능하다 . Block A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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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pitch 는  5 일이지만  선 , 후행  관계  파악을  통해  여유  buffer 가  4 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  buffer 기간에  따른  부하상태  및  

작업  환경을  고려하여  작업  수행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블

록의  착수일부터  후행블록  착수  가능일까지의  기간을  탑재블록의  pitch

라  하고 , 탑재  Pitch 는  블록  별로  정해져  있는  표준  pitch 와  탑재  네트

워크의  선 , 후행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여유  buffer 로  구성된다 . 탑재  

공정에  대한  DES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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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링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목적에  알맞

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Table 22 에서  정리한  입출력  데이터가  필요

하다 . 앞서  정의한  블록준비율과  중기  생산계획  단계에서  수립된  탑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시뮬레이션  목적과  연관된  

KPI 인  키이벤트  준수율 , 일정  지연 , 블록의  최적  pitch 를  확인해야  한

다 . 또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간  내  날짜별  최대  

풍속  데이터도  활용해야  한다 .  

 

Table 22 시뮬레이션 모델의 주요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설명  

입력  
데이터  

블록준비율  
선행공정의  완료 , 탑재블록의  이동 , 탑재  

준비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변수  

탑재  네트워크  
탑재  순서를  포함한  네트워크  형태의   

작업  흐름도  

기상  정보 (풍속 ) 
기상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임의로   

생성한  날짜별  최대  풍속  데이터  

조선소  생산  캘린더  
조선소  내  공휴일 , 지정  휴일  등  정보를  

포함한  캘린더  

출력  
데이터   

키이벤트  준수율  
도크  내  키이벤트가  계획  시작일에   

시작하는  비율  

일정  지연  기간  블록별  일정  지연  

Pitch 최적화  
블록  탑재  프로세스  내  각  블록의  최적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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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는  풍속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처럼  캘린더  어댑터를  

이용하여  조선소  생산  캘린더와  동적  날씨  캘린더를  모두  고려한  시뮬

레이션  캘린더를  모델링하였다 . 

 

 

Figure 65 캘린더 어댑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캘린더 자동 생성 

 

본  사례에서는  Figure 66 와  같은  국내  중형  S 조선소에서  건조한  모  

대형  선박의  탑재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액티비티들

은  CPM 기법에  따라서  지연이  발생되면  안되는  핵심  경로이다 . 또한 , 

해당  선박의  탑재  블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블록별  계회  기작일과  블록  

종류별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Table 23 와  같이  블록준비율을  산출하고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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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사례에서 사용한 선박의 탑재 네트워크 

 

Table 23 탑재 네트워크 모델의 입력 데이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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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  네트워크에서  표시된  경로를  따라서  블록별  탑재  공정이  수행되

도록  하기  위하여  Figure 67 와  같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 계획단계에서  

수립된  블록들의  선행  블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탑재  계획일을  산출

하여  블록별  순방향  pitch 를  계산한다 . 순방향  pitch 와  블록  별  편차를  

이용하여  블록준비율을  계산하고 , 계산된  블록준비율  날짜를  시뮬레이션  

상의  착수가능일과  비교하여  해당  블록의  적치  및  지연  여부를  계산할  

수  있다 .  

가용  리소스는  트랜스포터와  골리앗  크레인  각각  1 대로  설정하였고 , 

선저블록 (bottom block)의  경우  트랜스포터를  이용하여  탑재하였다 . 선저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블록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모델에  

반영하였다 . 또한  크레인과  트랜스포터의  경우  탑재  시작시점  기준으로  

4 시간이  지나면  후행  블록  탑재에  사용  가능하도록  로직을  정의하였다 . 

 

 

Figure 67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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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은  블록준비율과  탑재  일정  계획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에서  

블록의  대기  또는  적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 탑재  네트워

크를  분석한  결과  ‘A00’ 블록의  착수  가능일은  ‘2’를  나타내고  있으며 , 

해당  블록의  편차를  고려하여  블록준비율을  계산하였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이  블록은  해당  블록의  착수  가능일  이전에  

이미  블록이  적치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 반면에  ‘B00’ 블록의  경우  

착수  가능일은  ‘6’을  나타내고  있지만  변동성을  고려한  블록준비율을  계

산하였을  때에는  ‘7’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해당  블록은  ‘6’

일  때  착수가  가능하지만  블록이  준비되지  않아  그  차이인  ‘1’만큼  탑재  

프로세스가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C00’ 블록의  경우  시뮬레이션  

상  착수  가능일은  ‘11’을  나타내고  있지만  변동성을  고려한  블록준비율

을  계산하였을  때에는  ‘9’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 해당  블록

은  이미  ‘9’일  때  제작  완료되어  최소착수일인  ‘11’전까지  ‘2’만큼  적치

되어  있고  계획  대비  ‘1’만큼  탑재  프로세스가  지연된  상황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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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탑재 시뮬레이션 모델 로직에 대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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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시스템 내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Figure 69 은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탑재  네트워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현한  결과를  나타낸다 . (a)에서  나태내듯

이  데이터  어댑터를  이용하여  풍속  데이터와  탑재  네트워크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의  매개  변수와  연관  관계를  정의하여  데이터를  변환하

여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였다 . (b)는  시스템  내에서  탑재  네트워크  데

이터를  토대로  자동으로  구축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

다 . (c)와  (d)는  모델  내  로직을  입력하기  위한  기능과  작성한  상세  로직

을  보여주고  있다 . 

 

 

Figure 69 시스템 내 탑재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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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Figure 70 는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에서  모델링을  

수행하고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난  후의  log 데이터를  나타낸  결과이다 .  

 

Figure 70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결과 – 모델링 및 log 결과 

 

Table 24 은  시스템  내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획득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계획시작

일 (tp), 블록준비율 (BR), 시뮬레이션  시작일 (ts), 시뮬레이션  종료일 (tF), 

액티비티별  사용  설비  등  정보들이  기록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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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내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결과 

Activity name Next activity tP BR tS tF Facility 

K/L GE11C 2019-06-15 2019-06-15 2019-06-15 2019-06-15 T/P 

B12P/S B13P/S 2019-06-16 2019-06-16 2019-06-16 2019-06-18 T/P 

A11C A21C 2019-06-18 2019-06-15 2019-06-20 2019-06-23 T/P 

D32P/S GS13P/S 2019-06-26 2019-07-01 2019-07-17 2019-07-19 Crane 

GT13C GS15P/S 2019-06-29 2019-06-30 2019-07-02 2019-07-13 T/P 

C07C C06C 2019-07-21 2019-07-16 2019-08-13 2019-08-14 T/P 

H22P/S H23P/S 2019-07-30 2019-08-13 2019-08-13 2019-08-15 Crane 

A51C GM15C 2019-07-28 2019-08-07 2019-08-07 2019-08-08 Crane 

R07P/S R06P/S 2019-08-03 2019-08-06 2019-08-19 2019-08-19 Crane 

W02P/S R02P/S 2019-08-09 2019-08-03 2019-08-30 2019-08-31 Crane 

      uni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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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탑재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본 사례에서는 리드타임 변동성 및 기상 정보(풍속)의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

기 위하여 복수의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생성하여 각 시뮬레이션 케이스를 독립적으

로 시뮬레이션 수행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도크 내 키이벤트 준수율, 블록

별 일정 지연을 확인하였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블록별 최

적의 탑재 Pitch 를 산출하였다. 

본 사례에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를 총 4 개로 구분하였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변동성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수행하는 것이고 두번째 시나리오는 

기상 정보(풍속)만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세번째 시나리오는 리드

타임 변동성만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번째 시나리

오는 리드타임 변도성과 기상 정보를 결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

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시나리오별 탑재 액티비티의 시작일을 비교 분

석한 결과는 Figure 71 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고려되는 변동성 요소가 

많을수록 모델의 현실 반영 수준이 향상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각 액티비티의 지

연 일수가 늘어난 것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변동성 요소별 시뮬레이션 결

과에 대한 영향도도 확인하였고 확인한 결과, 기상 정보의 영향이 리드타임 변동성

의 영향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71 시나리오별 탑재 액티비티의 시작일 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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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 내 키이벤트 준수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Table 25 처럼 도크 내 각 키이벤

트의 계획 시작일과 시뮬레이션 시작일을 비교하여 키이벤트의 평균 지연 일수를 

산출하였다. 도크를 이용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주요 키이벤트는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하는 steel cutting(S/C), 도크 작업의 시작을 의미하는 keel 

laying(K/L), 도크 작업의 종료를 의미하는 launching(L/C), 선주 인도를 의미하는 

delivery(D/L)가 있다. 하지만 선대를 이용한 건조의 경우 keel laying 과 launching 사

이에 shifting(S/F)와 load out(L/O) 이벤트가 추가된다. Shifting(S/F) 이벤트는 블록 탑

재 장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건조한 선박 일부을 skid 레일 위로 이동시켜 진수하는 

것으로, skid 레일 위에서 선체를 완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skid 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 Load Out(L/O)은 skid 레일을 이용하여 탑

재가 완료된 선박을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플로팅 도크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확인한 

결과, 탑재 네트워크의 시작 이벤트인 K/L 을 제외한 나머지 키이벤트들이 탑재 일

정 계획의 초기 계획에 대비하여 평균 24 일 정도 지연되었고 해당 수치는 대상 조

선소에서 보유한 실적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25 도크 내 키이벤트 준수율 분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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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별 탑재를 의미하는 탑재 액티비티의 적치 기간과 지연일수를 식(2)로 산출

한 결과는 Figure 72 와 같다. 블록별 지연일수를 확인한 결과, 리드타임 변동성만 

고려하였을 경우, 약 34.8%의 블록들의 지연 일수가 5 일 미만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기상 정보만 고려하였을 경우, 약 25%의 블록들의 지연 일수가 5 일 

미만 또는 20 일에서 25 일 사이에 위치하여 해당 구간의 블록들이 거의 50%를 차

지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변동성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약 22.3%의 블록의 지연 일수가 5 일미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세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약 5%~6%의 블록들이 한달 넘게 지연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dD = ts – tp   WHEN ts > tp       (2) 

ts: Simulated start time of the activity 

tp: Planned start time of the activity 

dD : Delay duration of the activity compared to tp 

BR : Block preparation ratio of the activity 

 

 

Figure 72 탑재 액티비티 지연시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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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블록별 최적 탑재 pitch 를 산출하기 위하여 식 (3)를 적용하였다. 

네번째 시나리오와 첫번째 시나리오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획득한 블록별 지

연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여 최적 pitch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한 최적 pitch 를 

적용한 탑재 일정 계획과 첫번쨰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통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𝑃𝑂 =
∑ (𝑡𝐹−𝑡𝑆)𝑖

𝑛
𝑖=1

𝑛
        (3) 

ts: Simulated start time of the activity 

tF: simulated finishi time of the activity 

PO : Optimized pitch of the activity 

i : Simulation c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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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pitch 를 적용한 탑재 일정 계획과 기존의 탑재 일정 계획을 비교하여 분석

한 결과는 Table 26 와 같다. 기존의 탑재 일정 계획을 대상으로 리드타임 변동성

과 기상 정보 중 풍속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블록별 

평균 일정 지연이 약 19 일이었다. 그리고 반복 시뮬레이션 통하여 산출한 최적 탑

재 pitch 를 반영한 탑재 일정 계획을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 블록별 평균 일정지

연이 7 일로 기존 계획대비 약 63% 대폭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6 블록별 최적 탑재 pitch 적용 전후 평균 대기시간 비교 결과(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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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선소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4.3.1 시뮬레이션 대상 분석 

두번째  적용  사례에서는  국내  대형  D 조선소를  대상으로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해당  사례에서는  기상  정보  중  강

수량을  변동성  요소로  고려하였고  이외에  블록별  각  공정의  리드타임  

변동성 , 그리고  블록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옥외  물류도  추가적인  변

동성  요소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조선소의  블록  일정  계획과  옥외  물류를  상세하

게  분석하였다 . 대상  조선소의  조립  블록의  공정  흐름은  조립 , 조립  의

장  또는  선행  의장 , 발판  설치 , 전처리 , 도장 , 발판  해체 , 뒤집기  순서에  

포함되는  순서  조합을  따른다 . 본  연구에서  반영한  옥외  물류에서는  적

치장  유효  면적만  고려하였고  적치장  내  블록의  공간  배치 , 이송  설비의  

할당 , 이동  경로의  탐색  등  상세한  물류  로직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본  사례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해당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변동성  요소에  의한  각  조립  블록의  공정별  일정  지

연을  확인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두가지의  모델을  구축하였

고  모델별로  적용할  시나리오를  Table 27 와  같이  설정하였고  시나리오

별  고려하는  제약조건도  명시하였다 . 첫번째  모델은  조선소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중  하나의  선박의  계획  정보를  추출하여  생산계획  검증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번째  모델은  조선소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중  일부  기간을  선택하여  해당  기간  내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계획  검

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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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제약조건 정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경우 , 총  다섯개의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설정

하였다 . 첫번째  시나리오는  변동성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뮬레이

션  수행하는  것이고  두번째  시나리오는  기상  정보만  고려하는  것이고  

세번째  시나리오는  옥외  물류만  고려하는  것이고  네번째  시나리오는  리

드타임  변동성만  고려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한  세가지  변동성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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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모델링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Table 28 처럼  입

출력  데이터를  정의하였다 . 앞서  정의한  모델별  입력  데이터  상세는  

Table 21 와  같다 .  

 

Table 28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 주요 입출력 데이터 

  데이터 설명 

입력 

데이터 

블록 일정계획 
생산 액티비티의 공정별 계획 시작일, 공기, 

계획 종료일, 할당 작업장 관련 정보 

지리 정보  

(작업장 및 적치장) 

조선소 내 지리 정보(작업장 및 적치장의 

여부, 규격, 공정, 최대 용량 정보 등) 

조선소 실적 정보 
건조한 선박별 각 블록의 생산 액티비티의 

계획 및 실적 정보 

기상 정보 
대상 조선소가 위치한 지역의 일별 강수량 

정보 

출력 

데이터  
일정 지연 생산 액티비티별 실적 대비 지연 

 

Table 29 모델별 상세한 입력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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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선소의  37 개  작업장  및  49 개의  적치장  정보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 하지만 , 대상  조선소에서는  작업장  및  적치장  코드를  그대

로  쓰는  것이  아니라  Figure 73 와  같이  지리  정보를  사용하고  지리  정

보와  작업장  또는  적치장이  매핑  관계를  갖는  구조이다 . 하지만  작업장  

하나에  여러  개의  지리정보가  포함되고  작업장에서  하나의  공정만  수행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정이  수행될  수도  있다 . 따라서  생산계획  

내  작업장과  조선소  내  지리  정보를  매핑시켜야  하고  본  연구에서는  

Figure 74 처럼  Jeong(2018)이  제안한  물류  코드를  이용한  연관  관계를  

통하여  작업장 -지번의  매핑을  실현하였다 . 

 

 

Figure 73 대상 조선소 작업장 및 적치장의 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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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물류 코드를 이용한 생산계획 내 작업장 – 모델 내 지번 매핑 

(Revised from Jeong, 2018) 

 

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사례에서는  Figure 75 와  같이  캘린더  어

댑터를  이용하여  모델별  시뮬레이션  기간에  맞게  조선소  생산  캘린더와  

일별  시간당  강수량을  포함한  동적  날씨  캘린더를  포함한  시뮬레이션  

캘린더를  자동  생성하였다 . 또한  공정  모델러를  이용하여  조선소  블록  

일정  계획으로부터  자동으로  공정  모델을  생성하였고  공장  모델러를  이

용하여  조선소  지리  정보로부터  자동으로  공장  모델을  생성하였다 .  

 

Figure 75 캘린더 모델러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캘린더 자동생성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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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델  내  로직도  입력을  해야  한

다 . 본  사례에서  블록의  각  액티비티는  입력한  공기만큼  할당된  작업장

에서  작업하고  작업장의  할당은  작업장  내  유효  면적을  고려한  고정  작

업장  할당  로지을  적용하였다 . 옥외  물류를  고려하기  위하여  액티비티  

사이의  버퍼  기간  내  블록은  적치장에  적치하고  적치장  할당은  적치장  

내  유효  면적을  고려한  해당  조선소의  할당  로직을  적용하였고  적치장  

내  블록의  공간  배치 , 이송  설비의  할당 , 이동  경로의  탐색  등  상세한  

물류  로직은  고려하지  않았다 .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날짜별  강

수량에  따라서  옥외  작업  여부  및  조선소  전체  명휴  여부를  결정하였다 . 

리드타임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선소  실적  정보  내  동일한  블

록의  계획  공기들로부터  확률  분포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해  랜덤의  공

기를  생성하였다 . 조선소  실적  정보에서  동일한  블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유사한  선종의  유사한  블록의  계획  공기로  확률  분포  산출하고  이

를  이용해  랜덤으로  공기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 . 

본  사례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는  크게  두  절차로  나뉠수  있다 . 첫번

째  절차는  기상  정보를  고려하기  위하여 , Figure 76 처럼  계획  시작일이  

기상  영향  받는  날짜인  생산  액티비티들을  식별하고  계획  시작일을  다

음  작업일로  변경하는  것이다 . 계획  시작일이  시뮬레이션  상  휴일과  동

일하게  되면  해당  생산  액티비티는  작업  불가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

에  계획  시작일을  시뮬레이션  상  휴일에  없도록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 본  사례에서는  강수량에  따라서  옥내  작업과  옥외  작업이  받는  영

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제  4 장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  및  적용사례  

 

121 

 

 

Figure 76 생산 액티비티 시작일 변경 관련 시뮬레이션 흐름도 

 

다음  절차로는  바로  작업장과  적치장을  고려하여  Figure 77 처럼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 먼저  현재  시작  t 에  FEL(Future event 

list)에서  작업해야  할  이벤트를  선택하고  해당  이벤트에서  작업해야  할  

블록의  계획  작업장에서  작업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 가능할  경우 , 해당  

블록을  계획  작업장에  할당하고  시뮬레이션  캘린더에서  계획  공기만큼  

작업을  수행한다 . 그리고  현재  시작  t 에  작업시간  CP 를  추가한  이벤트

를  FEL 에  등록한다 . 만약에  계획  작업장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 해당  

블록을  적치장으로  보내게  된다 . 공정  정보와  계획  작업장에  따른  물류  

그룹  코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해당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치장을  탐

색한다 . 가용한  적치장을  찾은  경우 , 해당  블록을  찾은  적치장에  할당하

고  FEL 에서  시뮬레이션  종료시간  이전의  현재  시간과  가장  가까운  다

음  시간대의  이벤트를  탐색한다 . 하지만  가용한  적치장을  찾이  못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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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마지막으로  탐색한  적치장과  해당  블록의  정보를  시스템  오류로  기

록한다 . 대상  조선소가  보유한  적치장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시뮬레이션  

중인  조립  블록  일정  계획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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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스템 내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Figure 77 은  시스템  내에서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기  위하여  구현한  모델링  환경  및  화면  구성이다 . 모델  내  입력한  작

업장  및  적치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계획  데이터부터  도출한  

공정  흐름  종류  및  유형별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 공정  흐름  종

류별  공정  구성  및  세부적인  프로세스  로직을  모델링할  수  있는  화면 , 

케이스에  포함된  블록의  전체  목록과  블록별  세부  속성을  확인할  수  있

는  화면  등이  모두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77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링 환경 및 구현 화면 

 

Figure 78 은  시스템  내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현한  데이터  어댑터  및  KPI 를  가시적으로  표현해주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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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구현  결과이다 . 예시로  보여주는  계획  적중률  관련  리포터에서  

계획  준수율과  연관된  공정별  블록의  착수  지연일 , 공정별  계획  적중률 , 

액티비티별  계획  시작일 , 계획  종료일 , 시뮬레이션  시작일 , 시뮬레이션  

종료일 , 계획  적중  여부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산출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Figure 78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구현 결과 – 데이터 어댑터 및 결과 리포터 

  



제  4 장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  및  적용사례  

 

125 

 

4.3.4 블록 일정 계획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본  사례에서  앞서  정의한  모델과  Table 27 처럼  정의한  시나리오를  토

대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모델별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조선소  계획  중  단일  선박의  조립  블록  일정  계획을  검증하

기  위한  모델  1 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ure 79 와  같고  시뮬레이션  결

과를  요약하면  Table 30 와  같다 . 우선 , 각  변동성  요소들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  중  리드타임  변동성의  영향

이  가장  큰  것도  확인하였다 . 시뮬레이션  수행  과정에서  조선소가  보유

한  작업장  또는  적치장의  최대  용량을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

서  해당  선박의  조립  블록  일정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도  알  수  있다 . 

결과를  확인해보면 , 변동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가  실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 이는  변동성  요소  중  리드타임  요소

의  큰  편차로  인하여  도출된  결과이고  리드타임  변동성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수록  실적에  더욱  접근할  것으로  예상한다 . 

 

 

Figure 79 단일 선박의 조립 공정 종료일 비교 분석 (95 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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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0 단일 선박의 조립 공정 종료일 비교 분석 결과 

 

 

두번째  모델인  조선소  블록  일정  계획  중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추출

하여  시뮬레이션  수행한  결과 , 옥외  물류를  고려하였을  경우 , 대상조선

소가  적치장  최대  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Table 31 처럼  시뮬레이션

이  중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시나리오  5 에서  세가지  변동성  

요소를  모두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량이  넘치는  적치

장의  최대  용량을  변경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80 와  같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면  Table 32 와  같다 . 두번째  모델

에서도  각  변동성  요소의  영향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 , 리드

타임  변동성의  영향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 옥외  물류를  고려하

였을  경우 , 해당  계획을  소화하려면  대상  조선소가  보유한  적치장이  부

족한  것도  확인하였고  계획  중  어느  블록의  어느  공정에서  그러한  현상

이  발생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그리고  모델  2 에서도  모델  1 과  동일하

게  변동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 변동성  요소들  중에서  리드타임  변동성이  지배적인  영

영향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해당  요소의  편차가  매우  큰  것도  확인하

였다 . 첫번째  모델과  동일하게  변동성  요소  중  리드타임  요소의  큰  편차

로  인하여  도출된  결과이고  리드타임  변동성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수록  

실적에  더욱  접근할  것으로  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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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옥외 물류를 고려한 다중 선박 시뮬레이션 – 적치장 용량 초과한 항목 

 

 

 

Figure 80 다중 선박의 조립 공정 종료일 비교 분석 (56 개 블록) 

 

마지막으로 , 두  모델의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모두  누락된  실적이  많

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모델  1 의  경우 , 시뮬레이션  대상인  단일  

선박의  112 개  블록  중  96 개  블록의  실적을  확보하였고  모델  2 의  경우 , 

시뮬레이션  대상인  다중  선박의  114 개  블록  중  반도  안되는  55 개  블록

의  실적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 결과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블

록별  각  공정의  실적  정보  중  계획  시작일 , 계획  종료일 , 실적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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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종료일  모두  기록된  블록들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을  확

인하였다 .  

 

Table 32 다중 선박의 조립 공정 종료일 비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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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환경  내  변동성  요소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기반

의  생산계획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 생산  환경  내  변동적인  요소들

을  고려하여  생산계획을  검증  및  개선하기  위하여  이산  사건  시뮬레이

션  기반의  생산계획  수립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 계획과  실적  사이의  간

극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가

상으로  생산을  수행하였다 . 하지만 , Figure 6 처럼  가상의  시뮬레이션  모

델과  현실의  생산  현장  사이에도  간극이  존재하였다 . 즉  시뮬레이션  모

델의  현실  반영  수준이  한계가  존재하였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조선소의  생산계획  및  시뮬레이

션을  분석하여  생산계획의  검증  및  개선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변동성  

요소들을  Figure 12 와  Figure 26 처럼  식별  및  분류하였다 . 또한  Figure 

81 처럼  시뮬레이션  모델  내  기상  정보 , 옥외  물류 , 리드타임  변동성  및  

생산순서의  변동성  등  요소의  반영방안을  정의하였고  시뮬레이션  엔진에

서  작업장  및  적치장  할당  로직 , 제품  할당  로직  등  요소의  반영방안을  

정의하였다 . 

 

Figure 81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내 변동성 요소의 반영방안 요약 



제  5 장  결   론  

 

131 

 

본  연구에서는  Figure 38 와  같이  조선소  생산계획  시뮬레이션  시스템

을  설게하고  Figure 82 처럼  개발하였다 . 구축한  시스템은  조선소  시뮬레

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하였고  시스템  내  데이터  어댑터 , 시뮬

레이션  모델 , 시뮤레이션  엔진  및  결과  리포터  등을  상세하게  정의하였

다 . 해당  시스템은  변동성  요소를  고려하여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개발한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

스템을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방안도  정의하였다 . 현행계획의  

병목  공정이나  낭비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복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개선된  생산계획을  수립하거나  복수

의  생산계획  대안을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

하여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 또한  시스템  내  각  변동성  

요소의  정상  동작  여부도  다양한  검증사례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 

 

 

Figure 82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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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 변동성  요소를  고려하여  개

발한  시스템을  탑재  일정  계획 , 조립  블록  일정  계획  총  두가지  서로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생산계획  검증  및  개선  관련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 탑재  일정  계획을  검증  및  개선하기  위한  탑재  네트워크  시

뮬레이션  사례에서는  리드타임  변동성과  기상  정보  중  풍속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변동성  요고를  각각  적용하여  시뮬

레이션  결과에  대한  요소의  영향도도  확인하였고  요소를  결합한  반복적

인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블록의  최적  탑재  pitch 를  산출하였다 . 최적  탑

재  pitch 를  적용한  탑재  일정  계획과  조선소  기존의  초기  탑재  일정  계

획을  비교  분석하여  개선효과를  검증하였다 . 조립  블록  일정  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에서는  옥외  물류 , 기상  정보  중  강수량 , 리드타임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변동성  요소를  각각  적용하여  해당  

사례  중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각  요소의  영향도를  확인하였다 . 또한  

세가지  요소의  결합  효과도  확인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조선소  실적  

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변동성  요소를  많이  고려할수록  실적에  가까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는  것도  확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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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대 효과 및 향후 연구 

적용사례를  통하여  조선소  실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조선소  내  블

록의  각  공정의  계획  및  실적  정보의  집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다 . 따라서  실적  데이터의  집계  수준과  더불어  데이터의  정확도

도  향상된다면  생산계획  검증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

대된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소스  할당  로직  중  공간인  작업장  및  적

치장의  할당  로직만  고려하였고  작업자와  설비의  할당  로직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 따라서  향후  공간  할당  로직  외에  기타  리소스인  작업자  및  

설비  할당  로직도  파악하고  모델에  반영하면  시뮬레이션의  정확도가  더

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리고  기상  정보의  예측  또는  공기  정보의  예측에  기계학습을  적용

하여  생산계획  시뮬레이션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하면  향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축적한  데이터가  많아지면  학습  

모델의  예측  정확도도  높아져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도  좋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 

마지막으로 , 본  연구에서는  적용사례별로  조선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KPI 만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체계

적으로  정의된  계층별  KPI 를  적용한다면  계획자에게  더  많은  인사이트

를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하고  보다  상세하게  생산계획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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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based Shipyard Production Planning Support 

System Considering Variability in Shipbuild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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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ipbuilding industry is an ETO (engineer-to-order) industr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omply with the delivery time of products.  The design and 

production is initiated by the order of customer.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as well as production are unique according to the order. Due to the huge 

size of the products of shipyards, they are often divided into intermediate 

products called blocks, and the size of the block relies on the resources such as 

facility, space and labor held by a shipyard. In the case of a large merchant 

vessel, a vessel consists of an average of 300 assembly blocks  and 1600 

production activities, which inevitably complicates the production plan.  In 

addition, the complexity of the production plan is further increased because a 

period of about one to two years is required from the start of the ship 

construction to the date the final product is delivered to the  custome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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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yard builds several such vessels at the same time.  

Production plans carried out at the shipyard are usually established by 

classifying the subjects of management  because ships are considered as projects 

and WBS(Work breakdown structure) has been applied to shipyards which aims 

at managing projects hierarchically. Therefore, the shipyard's production plan 

also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and the plan at each level is centered on its 

production processes. Details are determined as the p lan is descended and 

higher-level plan is the constrains for lower-level plan. However, even if the 

production is based on a hierarchical production plan, the compliance rate of 

production plans of a shipyard is still at a low level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Unlike the automobile, aviation, 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shipbuilding industry has a low level of automation and relies heavily on manual 

labor. In addition, variability factors such as weather are not fully reflected 

during the planning and detailed production behaviors including variabilities 

are not considered which occur at the production site.  Besides, daily complex 

logistics flows between production processes in a shipyard are not considered 

during production planning.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production plan, 

the above-mentioned variabilities in the production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production planning. 

In the complex production environment such as shipyards, variability factors 

are difficult to predict and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verify 

production plan and improve the quality of plan through discrete event 

simulation considering variability.  Therefore, the shipbuilding production 

planning process is analyzed to derive relevant limitations and to identify 

variability factors in the production environment associated with the derived 

limitations. Then, identified variability factors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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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o consider defined variability factors in simulation are proposed. A 

production plan verification simulation system considering variability factors is 

proposed and developed. Besides, modeling and simulation methods in the 

proposed system are defined in detail.  

Lastly,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simulations considering variability factors are carried out for various production 

plans such as assembly block schedule and erection block schedule using the 

actual data of shipyards. In addition, normal ref lection of variability factors, 

the influence of each factor to simulation result and the combined effects of 

variability factors are confirmed during the result analysis.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ystem to verify and improve producti on plans is 

confirmed quantitatively.  

 

Keywords: Shipyard production system, Discrete event system simulation, 

Shipyard production plan,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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