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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플랜트, 발전플랜트 등 복합엔지니어링 시설은 운영기

간 동안 설비의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성능개선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변경 및 교체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석과 각종 의사결정을 수반하게 된다. 

하지만 플랜트를 구성하는 형상(Configuration) 정보를 식별

하거나 관련 도면, 문서 등의 자료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관련

된 모든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

계적인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가 필요한 

실정이다. 플랜트 형상관리는 플랜트 수명주기 동안 플랜트의 

성능을 최초 승인된 설계요건을 만족하도록 유지하고, 특히 

유지보수 단계에서 설계 정보, 운전 정보, 물리적 정보 간의 

일치성을 보장하여 플랜트를 최적 상태로 유지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관리 기술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현장 시설과 동일한 3D모

델을 구성하여 가상의 플랜트를 구성하고 활용하는데 활용도

가 높다. 이를 활용하면 설비 식별번호(TAG No., 설비번호 

등)를 기준으로 형상정보와 연계하여 쉽고 빠르게 정확한 설

비를 획득하기 용이하다. 현장 운영 및 정비자의 플랜트에 대

한 이해도가 다르고 비숙련자의 경우 현장 설비 위치 및 구성

을 숙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가상 플랜트를 통해 

보다 빠르게 플랜트의 구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설비를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플랜트 형상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

확하게 식별하여 플랜트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현실 기반의 플랜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본 시스템을 통해 플랜트의 형상정보 식별은 물론, 진단-

예지-보전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예지보전 활동과 형상관

리 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

2. 본 론

플랜트 형상관리와 관련하여 플랜트 현장에서는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부적절한 형상관리로 인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를 적기에 획득하기 어려움

-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정확한 형태로 설계담당자나 운전원

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인적실수를 유발하여 플랜트 안전 

문제 야기

- 플랜트 산업은 설계사-시공사-운영사가 분리되어 있어 유

지보수 단계에서 운영사가 설계 및 운전요건, 설계기준, 계

산서 등의 정보 추적이 어려운 상황

- 설비 문제 발생 시 문제점 분석, 변경 시 영향도 파악이 어

려워 시간/비용 측면의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정확한 의사

결정의 근거 제공이 어려움

- 품질보증 활동 시 형상정보 간 추적이 어렵고 정보 불일치. 

기기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영향도 분석 시 주요정보 누락 

발생, 사고요인 증가

플랜트 형상관리는 승인된 설계 및 설치 정보가 현장 설비

와 일치함을 보증하기 위한 활동으로 형상관리 주요 활동은 

표 1과 같다.

표 1 Major activities of configuration management 

구분 설명

프로그램 
관리

플랜트 형상관리 이행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통제하도록 하는 

하향식 형상관리 계획

요건 
관리

플랜트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SSC)에 관한 
설계요건을 수립, 문서로 정의하고 유지관리함

정보 
관리

플랜트의 설계요건, 설계정보, 물리적 형상정보를 
식별, 관리함

변경 
관리

형상 변경이 수반될 때 형상정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효과적인 형상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

평가
설계요건, 물리적 형상과 발전소 형상정보 간의 
기본적 관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

훈련
플랜트 종사자 모두가 회사의 조직적 형상관리 
비전과 개념, 용어정의,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 보증하기 위함

특집
VR기반 설비 형상정보 가시화 

시스템 개발 안경익, 황진상(㈜부품디비),

황호진(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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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를 구성하는 계통, 설비/기기 등 다양한 형상항목들

은 교체 및 변경활동 시 관련된 형상정보가 일괄적으로 변경

관리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기기와 관련된 형상정보 예

시이다.

그림 1 Configuration information example for a 
equipment

특정 기기에 대해 변경 발생 시 형상관리 활동은, 기존 정

보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시작으로 관련된 형상정보가 상호 

일관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되고 해당 이력

을 추적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특정 기기 변경 시 적

용되어야 하는 형상관리 기준에 대한 예시이다.

- 형상관리 목적: 설계요건에 일치하는 설계 변경이 플랜트 

형상정보에 정확히 반영됨을 보증하기 위함. 설계문서, 물

리적 형상정보, 운전, 정비, 교육 및 구매 정보 등을 포함

- 형상 일치성 보증: 물리적형상의 변경은 설계문서와 일치해

야 하며, 설계요건과 설계문서는 일치해야 함

- 관련 주요 정보: 설계변경절차, 설계변경에 의한 기기 데

이터베이스 변경, 도면, 규격서, 절차서, 운전 범위(Set- 

point) 등

- 관련 분야: 설계, 운전, 정비, 작업계획, 교육, 구매 등

3. VR기반 플랜트 형상관리시스템
 

3.1 플랜트 형상관리 시스템

플랜트 형상관리시스템은 해양플랜트 예지보전플랫폼과 통

합적으로 운영되며 통합플랫폼 GUI는 플랜트 구성 등의 형상

정보와 진단-예지-보전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통합플랫폼 GUI를 표현한 것으로 좌

측 플랜트 구성트리를 통해 계통, 유닛, 설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특정 기기 선택 시 해당 기기에 대한 진단-예지-보

전 정보 확인 및 해당 기기에 대한 진단, 예지, 보전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2 System GUI overview

그림 2의 플랜트 구성트리를 통해 선택된 기기에 대한 상

세정보 조회는 그림 3의 설비 형상정보 상세페이지를 통해 조

회할 수 있다. 상세 형상정보는 해당 기기에 대한 식별자(설

비번호), 내역, 품질등급, 형상관리등급 등의 기본정보와 도

면, P&ID, 사양서, 정비매뉴얼, 벤더 제공정보 등 다양한 정

보로 구성된다.

그림 3 Traceability of configuration information 

3.2 VR기반 형상정보 조회 시스템 구현

플랜트는 일반적으로 플랜트 > 계통 > 유닛 > 설비/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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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구성체계로 구성된다. 플랜트 형상관리는 설비/기기 

레벨까지만 형상정보를 구성할 수도 있고 설비/기기에 대한 

하위 구성인 컴포넌트와 BOM(Bill of Material)레벨까지 상하

위 관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

플랜트 모델은 일반적으로는 설비/기기 레벨까지만 정보를 구

성하고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BOM 부품레벨까지 형상정보를 

구성하였다. 그림 4는 가상플랜트의 Parent - Child 관계 구

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 4 플랜트 Parent - Child 구성 개념 및 형상정보 예시 

그림 5 VR기반 형상정보 상호 연계/조회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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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VR기반 플랜트 형상정보 조회시스템 구현 예시

를 표현한 것이다. 사용자는 가상플랜트 가시화시스템을 통해 

플랜트 구성정보를 확인하고 특정 기기에 대한 P&ID를 조회

할 수 있다. P&ID는 기기, 밸브, 파이프라인 등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선택된 기기는 3D모델 및 P&ID 양 측에서 하

이라이트 된다. 

3D모델 혹은 P&ID에서 해당 기기의 형상정보 조회기능을 

실행하면 예지보전통합플랫폼 GUI가 실행되어 해당 기기의 

진단, 예지, 보전 정보 및 형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D모

델, P&ID, 형상관리 GUI는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

어, GUI를 통해 보전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기기의 

3D모델을 바로 조회하거나 P&ID를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플랜트의 형

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플랜트 구성을 표현하는 PWBS를 구성하였고 해당 PWBS

를 기반으로 3D모델을 활용한 운영용 VR모델을 구성하며 

Intelligent P&ID를 연계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VR모델은 

Parent - Child 관계를 통해 기기레벨 혹은 부품레벨로 필요

에 따라 모델을 구성할 수 있게 하여 현장의 데이터 구축 현

황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D모델과 P&ID, 플

랜트 구성트리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당 플랜트에 대한 이해

도가 부족한 비숙련자도 쉽게 형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형상정보를 상호 추적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빠른 형상관

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VR기반 형상관리시스템은 해양플

랜트 운영 시 모든 사용자가 복잡한 형상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활용하는 기반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

적인 해양플랜트 운영 기반을 제공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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