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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조선업은 유럽 재정 위기 지속에 따른 전 세계 발주 

물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기록하고 

있으나,  저임금을 앞세운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에 대비

하여 산업 경쟁력을 차별화해야 하는 지속적인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각 조선사들은 앞선 국내 IT기술을 활용하여 7~8년 

전부터 디지털 Shipyard같은 디지털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조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

한 조선/IT 융합 프로젝트인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

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과제를 2010년부터 추진하여 조

선·해양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서 IT 융합이란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

성을 통해 기존 기술 및 산업간 융합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으로 IT 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지속

적 우위 확보 및 신성장 동력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 조선 산업의 3대 IT 융합 전략으로는 선박 내 통합 

통신망 구축이나 선박 고부가가치 응용서비스 상용화 같은 

SAN(Ship Area Network) 시스템을 이용한 Smart Ship 분야

와 Wibro/LTE 통신망을 구축하여 조선 현장에 다양한 IT 기

술을 적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YAN(shipYard Area 

Network)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Shipyard, 조선소 산업 

안전을 위한 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같은 Safety 분야로 구

분 할 수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조선소의 차세대 IT 기술로 자리 잡은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시스템 및 

DM(Digital Manufacturing) 시스템을 도입하여 디지털 설계 

및 생산시스템을 활발히 적용 중에 있으며, 주로 제품 가시

화 및 검증, 공정과 일정 계획 상호 검증 시뮬레이션,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GIS 정보 기반 설비 시

뮬레이션,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을 그 대상으로 하

고 있다. 디지털 설계 및 생산시스템은 조선·해양 산업의 

장치산업적 특성상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나 자

동차나 항공 산업 분야는 조선·해양 산업보다 4~5년 정도 

일찍 적용하여 관련 산업의 중요한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제조 생산 시스템의 모든 제품, 

공정, 자원(4M: Man, Machine, Material, Method)들을 디지

털로 구현한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통합적 디지털 

Planning과 디지털 Validation을 통해 생산 혁신과 비용, 품

질, 납기 경쟁력 향상,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생산에 

Knowledge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적용 분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자동차 제조사 DM 적용 분야

국내 대형 조선사의 경우 메이저 S/W 업체의 PLM 시스

템이나 DM 시스템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군 안

에 포함되어있는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설

계 및 생산이 필요한 공정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디지털 설계 및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

여 적용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례를 기

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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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pper Deck Visualization

그림 4. 차량 운반선의 차량 적재 시뮬레이션 

            항목 적용부서   S/W

Visualization 설계부문 Navisworks

Car Passing 시뮬레이션 선장설계 Review

Stern Ramp 시뮬레이션 선장설계 Review

Stern Staircase 시뮬레이션 선장설계 Review

Provision Crane 시뮬레이션 선장설계 Review

E/R 탑재 순서 확인 시뮬레이션 기장설계 Navisworks

2. 주요 응용 시뮬레이션 시스템

- 설계 분야

 ·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디자인 리뷰 시뮬레이션

- 생산 분야

 · 3D 도장 면적 산출 시스템

 · 3D 용접장 계산 시스템

 · 곡블록 조립 정반 Jig 최적화 시스템

 · 블록 탑재시 간섭 체크 시스템

 · GPS 기반 도크 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2.1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디자인 리뷰 시뮬레이션

당사의 CAD 시스템은 영국의 AVEVA사 제품인 TRIBON 

M3를 사용하고 있으며 디자인 리뷰를 위한 시뮬레이션 Tool

로 AVEVA사의 Review와 AutoDesk사의 Navisworks를 사

용 중에 있다. CAD와 시뮬레이션 S/W간 Interface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CAD와 시뮬레이션 S/W간 Interface 구성도

그동안 적용한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디자인 리뷰 항목을 

간추려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 목업을 이용한 디자인 리뷰 항목

 가) Visualization

 설계된 결과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여 건조 전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검토한다.

· 건조 전 미리 건조된 배의 구조 파악(그림 3 참조)

  (대피로, 협소구역, 유의구역 사전 파악)

· 작업자 교육 및 선주, 선급 미팅 시 자료

· 타 사/부서/협력업체간 업무 협의 시 활용

· 영업에 실적선 자료로 활용

나) Car Passing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차량운반선에서 Truck이 상부 

Deck로 이동 중 동적인 간섭 체크, Deck상에서 Turning 

Space 검증 확인, 적재 차량의 동선 파악 등 이다(그림 4 참

조).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현재 외주에 의뢰하는 Car Passing 

및 Turning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나 실 호선 적용을 위한 설계 차원의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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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tern Ramp 시뮬레이션

그림 7. Provision Crane 시뮬레이션

그림 8. E/R 탑재 순서 확인 시뮬레이션

다) Stern Ramp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Stern Ramp 작동 시 Ramp 자체

의 간섭 체크, Stern Ramp와 선각 또는 의장품 간 간섭 체

크, Stern Ramp의 Tight 여부 시각적 확인이다(그림 5 참조)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Stern Ramp 시뮬레이션 구현이 가

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호선 적용

을 위한 설계 차원의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

였다.

라) Stern Staircase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Door Opening시 간섭 및 

Opening Space 적절성 판단과 Inclined Ladder 이동 시 간

섭 및 Walking Space 적절성 판단이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그림 6처럼 Inclined Ladder 

Turning 부위 공간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 설계 개선을 하

였다.

그림 6. Stern Staircase 시뮬레이션

마) Provision Crane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Crane의 이동성 판단을 통해 탑

재될 Container 와의 간섭 확인과 Crane 이동 시 선실 구조 

및 기타 철의장품 간섭 유무 확인이다(그림 7 참조).

시뮬레이션의 결과로는 Provision Crane 앞에 적재되는 

Container의 최적 수량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다. 

바) E/R 탑재 순서 확인 시뮬레이션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선각과 의장으로 구성된 E/R 블

록 모델을 탑재 일정 순서에 맞춰 설계 작업자가 그림 8처럼 

가상 탑재를 함으로써 블록 조인트 부위의 의장품들에 대한 

충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블록 조인트부의 의장품들에 대한 

작업 Stage 변경이나 가고박에 대한 설계 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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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도장 면적 산출 시스템

2.2 3D 모델을 이용한 도장 면적 산출 시스템

기존 방식은 구조도의 2D 상에서 각 부재의 Boundary를 

지정하여 Area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도장 구역이 가시화 되

지 않으며 면적의 합산을 인력에 의존하였다. 이로 인하여 

면적 누락, 부재의 Space 설정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

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Space를 가시화하고 해당 

구역의 면적을 자동 연산함으로서 휴먼 오류를 방지하고 사

용자에게 도장 구역 전체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3D 환경을 

제공하였다(그림 9 참조).

3D 모델을 통한 도장 Space 정의 및 해당 구역의 도장 

Spec 등을 Color를 통해 가시화 하며 해당 정보를 생산시스

템과 연계 및 도면화 하였다.

2.3 3D 모델을 이용한 용접장 계산 시스템

기존 용접장 계산 방식은 구조 도면을 독도하여 Line의 

실장을 합산하면서 작업자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오류의 가

능성이 높으며 계량의 과정상 시수 투입도 많았다. 따라서 

모델상의 Face Joint를 가시화하여 용접장의 누락을 방지하

고 3D 모델상의 구조 형태를 통해 용접 자세 등을 쉽게 이

해하고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적용 이후 용접장 계량 작업을 처음 시작하는 초급 작업

자도 쉽게 블록과 Assembly를 이해하고 작업에 접근이 가

능하여 작업자 실수나 누락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

다. 현재 3D 모델을 활용하여 용접장 관련 생산정보를 추출

하여 가시화 하고 용접 자세, 길이, 블럭 Base 를 비롯한 

분류체계에 맞는 용접장 기반 Data를 산출 하고 있다(그림 

10, 11 참조). 향후  특정 구조상의 Joint 인식률을 지속적으

로 향상 시키고 있으며 용접 각장의 반영 등의 문제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10. 용접장 3D 모델

그림 11. 용접장 3D 가시화

2.4 곡블록 조립 정반 Jig 최적화 시스템

선박 건조에서 기본 단위가 되는 블록은 바닥면의 형상이 

평면인 평 블록과 바닥 또는 옆면의 형상이 곡면인 곡 블록

으로 나뉜다. 이러한 블록의 조립 생산방식에 있어서, 평 블

록인 경우에는 롤러 위를 이동해가며 조립되는 흐름생산방

식이 사용되어지고, 곡 블록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높이를 조

절할 수 있는 고정정반에서 조립된다.

본 개발 항목은 현재 진행 중이며 Shell Base 블록의 형

상정보를 이용하여 간략화 된 JIG 정보 산출 로직을 도입하

였다(그림 12 참조).

· JIG Height의 실시간 추적

· 블록 Transformation을 활용한 블록의 회전각 산출

· 해당 Base 상태의 최대 높이 및 면적을 계산하여 공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체크

· 평면상의 투영된 2D 형상을 추출하여 정반 최적 배치  

     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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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JIG에 걸리는 하중을 계산하여 사전 안정성 평가  

     및 최적 JIG 수량 산출 기능 추가 개발 예정이다.

그림 12. 곡블록 조립 정반 Jig 최적화 시스템

2.5 블록 탑재 시 간섭 체크 시스템

블록 탑재 전 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해 간섭 항목이 사전에 

체크되어 Crane 작업 일수 및 탑재 대기 시간 단축 그리고 생

산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 중에 있다.

동적 충돌(Dynamic Clash)를 이용한 간섭 체크를 통해 

정도 향상 및 재작업 방지, 설계 검증 등이 가능해 진다. 예

를 들면, 크레인 또는 설비의 조작을 통해 간섭 여부를 사전

에 체크하여 설계 변경을 할 수 있고,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

을 통해 작업물량을 미리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최적의 블록 

탑재 순서 결정이나 작업자의 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 안

전여부 체크등도 수행할 수도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블록 탑재 시 간섭 체크 시스템

2.6 GPS 기반 도크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

도크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탑재 크레인들은 상호간 독

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을 하므로 다른 크레인과 충돌 가능

성이 존재한다. 이에 각 크레인의 몸체 및 붐의 움직임에 대

한 주요 지점에 GPS를 설치하여 크레인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충돌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도크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

템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본 시스템은 현대중공업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시스템을 

당사 야드 환경에 맞게 추가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중이며 안

전사고 방지 시스템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고 있다.

그림 14.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

3. 향후 계획

시뮬레이션의 기술적 구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

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조선소에서 적용 가

능한 분야별 항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런 

항목들 자체가 각 기업의 노하우이자 기술이고 이들 항목을 

실무에 적용하여 회사의 핵심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표 2. 조선소 분야별 Simulation 적용 항목 

영업 설계 3D 시각화를 이용한 영업력 강화 등

사업계획 일정/생산 계획 시뮬레이션 등

설계 디자인 리뷰 등

가공 곡 가공 시뮬레이션 등

조립 Digital Mock-up, Clash 시뮬레이션 등

건조 Block 탑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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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디지털 설계 및 생산기술 분야는 조선 산업에서 향후 10년 

안에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대될 분야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고부가

가치 산업 핵심기술이다. 이러한 IT 기술을 이용하여 그림 15

와 같이 생산 준비 업무에 필요한 제품, 공정, 자원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생성, 가공, 전달을 자동화 및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관련 부문 간 협업을 지원하고, 시뮬

레이션 기반을 활용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여 최적의 대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산준비 기간 단축, 품질 

향상에 기여하여 조선해양 산업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선

박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Virtual Shipyar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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