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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 경

주로 생산 선체설계에 적용되고 있는 3D 모델 기반의 설계

는 국내 모든 조선소가 사용하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그 동안 

국산 CAD의 개발이 많이 논의되고 추진되었으나, 개발에 성

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본구조 CAD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참고문헌2에서와 같이 실제 구조설계 

CAD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으나,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였다 (서정우 외, 2003).

현재 생산 선체설계 분야에 적용되는 3D CAD 시스템은 모

두 외국에서 개발된 시스템들로 국내 설계기준을 지원하지 않

으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며, 대부분 생산정보를 중심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추가구입 하거나 자체, 용역 개발하여 사용하

고 있다. 3D 모델을 생성한 이후, 제작에 필요한 제반 도면작

업과 네스팅작업 등은 In-House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CAD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년간 In-House 프로그램으로 CAD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

는 더 이상 혁신적인 설계효율을 향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

산성이 최고점에 수렴되었으며, 각 조선소에서는 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 또는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선급의 통합공통구조규칙(CSR-H)이 발효되고, 여기

에서 배의 전선해석이 요구되어 기본 구조설계에서 전선 구조

해석을 위한 3D FEM MESH 생성에 많은 업무가 추가되고 있

다. 이런 추가업무에 반하여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설계

인력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본구조설계의 효율적 

수행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3D 모델기반으로 

기본구조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구

를 만족시키는 CAD 시스템이 없어 대부분의 조선소들이 기존 

시스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시스템을 대

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CAD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2. 개발의 목표

2.1 상업적 경쟁력 확보

CAD 시스템의 도입 또는 변경을 위한 요소는 기존 업무 

Process에 비하여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한 것이 투자에 대한 가

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국내 조선소의 CAD 도입과 변경 과정

을 보면, 대부분 도입 후 2~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여, 상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의 설계시수 절감, 구입 후 즉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목

표로 하였고, 세부적으로는 In-House 프로그램, Standard, 

Rule 의 준비 등을 개발에 포함하였다.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가볍게 만들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Windows 7 이상

의 Hardware)는 가능한 그대로 사용가능 하도록 하고, 기존 

사용시스템과의 Data Exchange를 통하여 기존 시스템의 실

적선 Data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2 기술적 경쟁력 확보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인 차별화로 나

타날 수 있으므로, 설계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들

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 3D 기반의 Interactive 모델링 기술 구현

2) Relation 기반의 모델링 기술구현

3) Parametric, Template 기반 모델링 기술 구현

4) Rule 기반 모델링 기술 구현

5) 편집설계가 가능한 시스템 구현

6) 빠른 응답속도로 경쟁제품대비 가장 빠른 시스템

7)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모델링부터 네스팅 구현

8) 오작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검증기능 구현

3. 일관시스템의 구성

선체설계를 기본구조와 생산선체로 구분하여 이를 지원하

는 각각 2개의 CAD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기본구조 CAD시스

템에서 생성된 모델을 생산선체 CAD시스템으로 Export 하여 

재사용하는 일관시스템을 구성하였다.

3.1 기본구조 CAD 시스템

기본구조 CAD시스템은 기본구조 설계를 3D 모델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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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쉽고 빠른 모델링 기능, 모델의 수정을 용이

하도록 하는 기능, FEM Mesh 생성 기능, 그리고3D 모델로부

터 Key Plan등의 구조도를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선형이 개발되고(추후 변경된 경우 선형을 변경할 수 있도

록 함) 중앙 횡단면도와 Hold Design 이 완성되면 이들 정보

(2D Draft로 작성된 도면)를 이용하여 빠르게 종 부재를 모델

링 할 수 있다. 그림 1 과 같이 중앙 횡단면의 Line Segment

는 종 부재 Panel이 되며, 이를 선택하면 종 방향 Stiffener 도 

함께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때 Stiffener 의 크기는 Geometry

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 지며, 그림 2와 같이 Panel의 정

보를 Text와 Symbol로 표기하고, 이를 수정하여 정확한 

Panel을 생성한다.

횡 부재의 경우는 자동, 반 자동 기능을 이용하여 Sketch 

기반으로 Panel을 생성하고, Parameter 수정에 의하여 정확

한 Panel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

그림 1 중앙횡단면도를 이용한 종부재 생성 예

그림 2 Panel의 정보표기와 속성 수정

PANEL의 생성과 동시에 FEM 해석을 위한 3D MESH를 생

성할 수 있으며, MESH의 품질을 확인하고, PANEL 에 MESH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상 Seam이나 정열 Option등의 추가적

인 정보를 입력하여 수정할 수 있다. 

설계를 위한 3D 모델을 FEM MESH로 변환하는 것은 많

은 연구들이 있으며, 그 중 참고문헌에서 제안한 Stiffener 중

심의 이상화(Idealization)와 Frame 위치에 기반한 바둑판 식 

배열을 주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MESH를 구성하는 NODE는 

생성부재가 종 부재인지 횡 부재인지 고려되어, NODE 가 주

어진 거리 이내로 근접하는 경우에는 종 부재 중심으로 결합

하여 MESH의 품질을 향상하였다.

이상화가 완료된 3D MESH는 Check 기능을 통하여 NODE

가 공유되지 못하는 오류, 크기 등을 분석하여 문제의 NODE

를 빠르게 검색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BDF 형식

으로 출력하여 FEM 해석 DATA로 사용된다.

그림 3 Section에 횡 부재를 Sketch 기반으로 
작성하는 예

그림 4 완성된 3D 구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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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D 구조모델로부터 생성된 FEM MESH

또한 그림 6 에서와 같이 구조평가를 위하여 한국선급의 

SeaTrust-HullScan(이하, HullScan)과 양방향으로 데이터 

입출력이 가능하다. 각 Section의 구조평가를 위한 HullScan

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여 HullScan에서 즉시 구조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조평가의 만족을 위한 부재의 Size 변경 등의 수

정사항도 기본구조CAD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림 6 KR SeaTrust-HullScan과의 Interface Diagram

그림 7 Material/Mould Line 기준 Display의 실시간 변경

3D 모델로부터 FEM MESH생성을 위하여 기본구조 CAD시

스템에서는 Plate 두께가 없는 형태로 표현이 가능 해야 된다. 

따라서 구조모델을 Material 과 Mould 기준으로 실시간 

Display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이 기능으로 FEM 

MESH를 만들거나 구조도면을 작성할 때, 두께의 영향 없이 

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7)

3D 구조 모델이 완성되면 3D 모델로부터 Shell Expansion 

Drawing, Construction Profile등의 구조도를 생성할 수 있으

며 필요에 따라 DRAFT 기능을 이용하여 TEXT 등의 정보를 

추가, 수정하여 도면을 완성한다.(그림 8~10)

그림 8 3D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Shell Expansion 
도면

그림 9 3D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구조도(종부재)

그림 10 3D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구조도(횡 
부재)

3.2 생산선체 CAD 시스템(내부재)

생산선체 CAD시스템은 3D 모델을 생성하고 이로부터 직

접 절단, 조립 등의 생산을 위한 NC Code와 제작도, 조립도

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체 모델링 기능을 보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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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조 CAD와 독립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지만, 기본구조 

CAD 시스템에서 생성된 3D 모델을 import하여 Excess, 

Bevel, Assembly 등의 생산 정보를 추가하여 설계를 진행하

면 더욱 효율적으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생산을 위한 생산정보를 입력해야 되며, 

생산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Block 단위로 생산정보

를 조회, 확인, 수정할 수 있으며 Pos. NO 는 자동으로 분류 입

력할 수도 있다. 특히 동일 Pos. NO 부재는 그 형상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Highlight 하여 

문제 Part 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1)

그림 11 부재의 형상을 확인하면서 생산정보 입력

모델링으로부터 생산용 Part를 생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 단계에서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Excess, 

Shrinkage 등의 입력오류부터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오류 등

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항상 생산용 Part가 바르

게 생성되었는지 Check 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해야 된다.

이 확인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모델링 중에 

간편하게 생산용 Part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Shrinkage, 

Excess, Bevel 등의 생산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고, 생산용 

Part에 정확하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여 오류를 최소화 하도

록 하였다. (그림 12)

그림 12 모델링 중에 생산용 Part 확인

모델링이 완료되면 Block 단위로 생산용 Part를 생성하고, 

이를 Panel 단위로 소그룹으로 분류하여 전체 생산용 Part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Text의 위치와 크기, Symbol 크기 등

을 수정하면 다음단계인 Nesting에 수정된 생산용 Part가 올

라오게 된다. (그림 13)

그림 13 Block 단위로 생산용 Part 확인 및 수정

생산용 Part가 생성되면, Plate, Profile, Flat Bar Nesting을 

수행하여 절단을 위한 NC Code를 생성하고. 조립도, Hand 

Cutting, Assembly Tree 등 제반 생산에 필요한 도면을 생성

할 수 있다.(그림 14~17)

그림 14 3D 모델로부터 생성된 조립도

그림 15 Multiple Sheet 기반의 네스팅



박덕용, 김대우, 김경률

BSNAK, Vol. 54, No. 1, March 2017                                                                                11

그림 16 Nesting에서 생성된 가공도

그림 17 3D 모델로부터 자동 생성된 Hand Cutting 
도면

3.3 생산선체 CAD 시스템(외판)

외판의 경우에는 3D 환경에서 Interactive Operation으로 

Profile Landing 과 Plate를 생성 할 수 있으며, 이들 3D 모델

로부터 Template Drawing, Profile Bending Drawing, 

Pin-Jig 등의 도면을 자동/반 자동으로 생성한다.(그림 

19~20) 특히 3D Plate는 자체 알고리즘으로 전개되며, 실적

선 데이터와의 결과비교에서도 거의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품

질임을 확인하였다.(그림 18)

그림 18 3D Shell Plate 와 전개된 형상

그림 19 3D Shell Plate로부터 생성된 TEMPLATE 
도면

그림 20 PROFILE BENDING DRAWING

3.4 시스템의 연결관계 구성

기본 구조설계 단계에서는 빠른 모델링을 위하여 일반적으

로 Large Panel로 만들어 지며, 이후 생산목적의 BLOCK 분

할을 하게 된다. 이때 물리적으로 Panel을 분할하지 않고, 가

상적으로 Panel을 분리하여, 실제 분할된 Panel을 BLOCK의 

하위에 Copy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래

의 구조모델은 손상이 없도록 하였다. 이는 추후 BLOCK을 다

른 단위로 분할해서 생산을 하게 될 경우 매우 효과적으로 대

처 할 수 있다. (그림 21)

생산설계가 진행 중에도 기본 구조설계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이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오류를 통제하기 위하

여, 시스템적으로 상호 수정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구조 또는 생산선체 설계담당자는 작업 BLOCK 단위로 

3D 모델상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그림 22) 

또한 기본구조 CAD에서 변경된 내용은 생산설계 담당자에

게 변경요청을 하고, 생산설계 담당자가 확인 후 자동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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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이 포함된 기능으로 기본구조와 선체생산 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하였다.

그림 21 기본구조모델을 Block 분할 및 생산선체로 
Export

그림 22 기본구조CAD와 생산선체CAD에서의 
모델비교

4. 기술적 특징

4.1 3D 기반 시스템

3차원 공간에서의 모델링은 생성될 모델의 위치와 주변의 

배치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주변 모델을 활용하여 쉽게 

모델을 생성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속도의 느린 점, 정확한 

Point의 지정이 어려운 점, 그리고 필요에 따라 2D Geometry

를 그려서 모델 생성에 활용하기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점 

등의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의 

기술 추세를 보면 Sketch 기반의 모델링과 Parametric 모델

링 기술이 결합되고, 2D DRAFT 기능이 2D나 3D 공간에 관계

없이 동작 가능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도 Parametric 모델링과 Sketch 기반 모델링 

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3D 환경에서도 모델링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특히 3D 환경에서 어려운 

Point 지정을 2D 의 Wire Frame 에서와 같이 NODE, MID, 

INTERSECTION, OFFSET Point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지

정할 수 있도록 하여, 3D 환경이지만 특정 Projection 기준으

로 보면 2D Wire Frame 에서의 작업과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개발되어 앞서 지적한 단점들을 해소하였다.

이런 3D 환경에서의 모델링은 작업을 더욱 단순화하고 쉽

게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으며, 모델을 확인하는 시각적 효

과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중심의 설계에서 시각적, 직관적 중

심의 설계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다. 

그림 23 3D 작업환경에서의 Wire Frame Mode 및 
Snap

4.2 Relation

각각의 Object 와 Part들이 특정관계를 유지하여 하나의 

Object와 Part의 변경에 의하여 관련된 모든 Object와 Part가 

자동 수정되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Relation 을 

사용한다. Relation 설정을 자동으로 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

에서는 선체 각 부재의 특성을 분석하여, 항상 엔지니어링 관

점에서 Relation 관계가 설정되는 Part들을 파악하여, 이들은 

모델링되는 시점에 Parent-Child 관계의 Relation이 자동 설

정된다. 

또 Fillet 용접이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Weld Relation이 

설정된다. Weld Relation의 경우 Fillet 되는 부재가 Child 가 

된다. Plate의 경우 Weld Relation이 자동 설정되고, 경사가 

있을 경우 Rule 설정에 따라 Bevel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런 Relation은 모델이 특정위치로 복사되었을 경우, 

Parent 모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델의 형



박덕용, 김대우, 김경률

BSNAK, Vol. 54, No. 1, March 2017                                                                                13

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Error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시

스템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은 Relation을 찾아서 표시하고, 이 유효하지 않은 

Relation을 삭제 또는 다른 부재와 새 Relation 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념은 모델의 재사용에 필수기능이며, 단

순 복사로부터 편집설계 기능까지 지원하는 요소 기술이다.

그림 24 모델의 복사 이후 Relation 수정

4.3 Parametric Modeling

모델 또는 Part의 위치를 특정 Part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

하는 구속조건이 Parametric 모델링의 핵심요소이다. 본 시스

템으로 모델을 생성하면, 구속조건인 Parameter를 자동 생성

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특정 부재의 위치를 Offset Relation의 

구속조건으로 Parameter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림 25 Hole 보강재의 Offset Relation 지정과 수정

예를 들면, Hole의 위치를 특정 부재 또는 Boundary로부

터 Offset 값으로 생성하는 경우와 Offset 값을 입력하는 경우

에는, 자동으로 Offset을 Parameter로 하는 구속조건이 자동 

생성된다. 또 Hole주위의 보강재를 2D Geometry를 이용하여 

Hole과 Relation 없이 생성한 경우, Hole과 Stiffener를 Offset 

Relation으로 지정하면, Offset Parameter가 생성되고, Offset 

값을 수정하면 Stiffener의 위치가 수정된다.

4.4 Sketch 기반 모델링

2D Geometry를 그려서 이를 3D 모델로 변환하거나 모델

생성에 사용하여 쉽게 모델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이때 

Parameter를 자동생성하거나, 수동으로 필요한 parameter를 

생성하여 Parametric 모델링과 결합되어 원하는 형상의 모델

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림 1~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D 도면을 3D 환경으로 

복사하여, 2D Geometry를 모델로 변환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중앙 횡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으로 늘려 종 부재 

모델링에 사용될 수도 있고, Boundary, Hole, Stiffener 들이 

2D로 그려진 횡 부재 모델링에도 사용된다.

그림 26 Sketch 기반으로 Plate 생성

그림 27 생성된 Plate에 Parameter 추가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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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anel Boundary를 생성하는 부분에 이런 Sketch 기

반 모델링을 적용하여, Boundary의 일부분을 대충 Line 

Segment로 연결한 Contour를 그려놓고, Panel의 중심위치를 

지정 하면 Plate가 생성된다. 이때 Line Segment가 Axis에 평

행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편차를 고려하여 수직, 수평으로 수

정하고, 가까운 Panel, 중심선으로부터 Offset Parameter를 

자동 생성한다. (그림 26) 

여기에 Fillet, Toe를 추가하고 이들 Parameter를 수정하면 

쉽게 Panel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27)

4.5 편집설계

앞서 설명한 Relation과 Parametric 모델링의 요소기술로 

편집설계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선형의 변경, 즉 배의 길이, 

폭, 높이의 변경에 대응하여 유사선의 모델을 재 생성한다. 또

한 Deck의 높이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Deck의 위치에 

따라 재생성 된다. Frame, LP Space가 변경되어도 재생성 

된다. (그림 28)

그림 28 선형, 길이,폭, 높이가 변경된 경우의 유사선 
복사

그림 29 바지선의 Mirror 복사

본 시스템에서는 Fillet과 Butt Relation에 의하여 모델을 쉽

게 수정이 가능하므로, 여러 유사 선에서 한 구역씩 복사하여 

Block 조립 형태로 복사하여 재 생성한 다음, 서로 중첩되거

나, Gap이 생긴 부분들을 Butt Relation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편집설계를 수행한다.

4.6 시각적 효과

생산선체 CAD에서 생산정보는 Panel 단위로 입력하는 것

이 일반적인데, 이들 정보는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라 보통 

Attribute로 저장된다. 따라서 이들 정보는 항상 오류의 원인

이 되며, 생산설계자는 이들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

지 각각의 제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시스템에서는 3D 기반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

하여 제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확인,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Shrinkage 정보의 경우 보통 구조적으로 동일한 Panel은 

동일한 값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Shrinkage Value에 따른 

Color로 구분하여 표기하면, Human Error를 방지하고, 작업

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림 30)

이런 시각적 효과는 탑재마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어, 

탑재마진을 일괄적으로 입력하고, Color의 표시로 Block 접합 

면에 동일한 탑재마진이 입력되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evel의 경우에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정보이며, 

본 시스템에서는 Bevel의 입력을 위한 Side의 기준 축이 표시

되어 혼선을 없애고, 입력된 Bevel은 즉시, 표시되도록 하였

다. (그림 31)

그림 30 Shrinkage 확인/입력/수정



박덕용, 김대우, 김경률

BSNAK, Vol. 54, No. 1, March 2017                                                                                15

그림 31 Bevel의 자동 입력 및 형상 표시

4.7 설계 오류 검증 시스템

설계의 품질관리를 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설계오

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본 시스템에는 아래와 같은 설계오

류를 3D 모델단계에서 찾아내는 설계검증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1) Hole, Notch 간섭 체크

2) 부재 간섭 체크

3) 의장 Hole 체크

4) 개선 및 마진 체크

5) Shrinkage 마진 체크

6) 비대칭 Slot 체크

7) Block Butt부 Scallop 형상 체크

8) Butt Seam 체크

9) Scallop 시공기준 체크

검색된 오류는 Dialog에서 List될 뿐 아니라, 각 오류를 표

현하는 도면 형태로 만들어 지며, 오류의 위치와 정확한 오류 

원인이 설명되므로, 빠른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32)

그림 32 선체오류 검증 시스템의 결과

5. 적용 사례

5.1 기본구조 CAD 시스템

기본구조 CAD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50K Tanker, 300K 

VLCC, 11000 TEU Container 선 등을 적용하였다. 주로 전선

해석을 위한 FEM MESH 생성을 목적으로 적용되었지만, 빠른 

모델링 기술과 3D 모델로부터 FEM MESH를 생성하는 이상화 

기술 등은 충분히 검증 되었다.

그림 33 기본구조 설계 적용 선박 (현대중공업)

그림 34 기본구조시스템으로 모델링 적용 (성동조선해양)

그림 35 구조해석을 위한 FEM MESH 생성(성동조선해양)

5.2 생산선체 시스템의 적용 분석

소형선위주의 실선적용 결과 기존 외산 시스템대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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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설계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었고, 3D 기반 시스템

의 여러 장점으로 설계 오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존 시스

템보다 매우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소형 상선의 일부 설계를 적용하여 건조 중에 있으며, 

수리선에도 적용하여 그 효과가 소형선뿐 아니라 중, 대형 상

선에도 충분히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36 생산설계 적용 선박 (해상방제선, 형제조선)

그림 37 생산설계 적용선박 (Oil Tank, 동일조선)

6. 결 론

선체설계의 전 과정을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효율적

인 기능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체

설계일관 시스템인 TTM HULL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기존 시스템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많은 기술적 차별

화를 시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도록 개발 되었

을 뿐 아니라, 국내 조선 설계, 생산 Practice를 수용하도록 

개발되어 대부분의 조선소,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즉시 사용 가

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생산선체CAD를 적용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뿐 아니

라 생산성도 기존 시스템 대비 30% 정도의 효과가 입증되었

다. 현재는 주로 소형선 위주의 적용사례이지만, 중소형상선

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있다. 기본선체 CAD의 경우에는 중대

형선 실선적용사례를 확보하였으며, 이런 실적을 발판으로 향

후 기본 구조설계부터 생산 선체설계까지 일관시스템을 적용

한 사례가 확보하여 혁신적인 CAD 시스템으로 발전을 계획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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