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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래선박 제품인 자율운항선박에 우리나라 독자적인 플랫

폼을 구축하지 못하면 콩스버그, 하니웰 등 해외 플랫폼 기업

에 종속되어 선박의 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자율운항 선

박 설계를 위하여 선박 정보를 Vendor에 제공하면서 선박핵

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친환경선박은 우리나라의 기자재 업체가 잘 대응하고 있지

만, 중소형 선박은 TGE, 알파라발 등 해외 장비/시스템 업체

에서 Turn-Key로 구입하여 선박 원가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중소형 선박에 적합한 장비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다양한 추진시스템 중 전기추진선박은 우리나라 제품이 개

발 되어 있지 않아 ABB, Wartsila, 지멘스, GE, Emmerson 등 

으로부터 장비/시스템을 구입하면서 선박 정보와 기술이 빠져 

나갈 수 있음으로 우리나라 자체 업체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트윈선박은 콩스버그, 롤스로이스, DNV-GL 등 플랫

폼 업체에 종속되어 미래 조선해양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우리조선업계는 소형관공선에서 출발하여 냉동운반선 

그리고 초대형 LNG운반선에 디지털트윈기술을 적용하여 선

박 생애 전주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선박의 성능과 기자재

의 예지보전을 검증하여 EEDI/EEXI를 만족해야 한다.

2. 디지털트윈선박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

조선해양산업과 기자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방식에서 AI, 

IoT 등 디지털화된 혁신적 고부가 제조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대변혁이 필요하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가상공간상 

실물과 동일한 선박 시스템 구축으로 선박·기자재 설계 및 

생산 오류를 최소화하여 선박 건조비 절감 및 작업 안전성을 

제고하는 디지털트윈선박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트윈선박 통합플랫폼은 선박 운항 중에서도 연동된 

장비들의 오류 시험을 디지털 공간 상에서 가능토록 하는 기

술이므로, 각종 장비 개발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박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현재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운항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성능 평가와 검증을 위한 디지털 선박 

및 기자재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며, 소형관공선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선박 및 기자재의 예지

보전기술 확보해야 한다.

3. 디지털트윈선박 구축개념도

디지털트윈선박(digital twin ship)은 실제 선박과 연동하여 

구동되는 가상의 선박으로서, 실시간으로 실선박의 운용정보

를 받아 디지털공간상에서 구현되는 선박이다. 디지털트윈선

박 플랫폼 기술은 선박이 운항 중에서도 각 장비들의 작동오

류 시험을 디지털공간상에서 가능토록 하는 시스템 기술을 말

한다. 디지털트윈선박 플랫폼 기술은 이러한 디지털선박에 탑

재되는 장비와 S/W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로

서, 디지털선박 운용체계 구현 기술, 센싱 기술, 데이터 처리 

및 관리 기술, 보안 및 표준화 기술을 포함한다.

디지털트윈선박 플랫폼은 친환경 자율운항선, 2030년 탈탄

소선박의 기술개발 결과물의 성능 평가와 검증을 위한 디지털 

선박 및 기자재 테스트베드 구축이 필요하다.

4. EEDI EEXI 만족을 위한 ESD 

시뮬레이션

아래 표는 삼성중공업에서 발표한 CO2 30%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에너지 저감장치에 대한 것으로 연료절감효과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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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설명 적용 실적 연료절감효과

세이버 핀
(SAVER Fin)

선체 외판에 장착해 
선체 주변의 물 흐
름을 개선시켜 저항
을 감소

유조선(70척)
가스운반선(50척)
컨테이너선(80척)

2~3%

세이버 스테이터
(SAVER Stator)

프로펠러로 유입되
는 물을 프로펠러 
회전방향과 반대로 
미리 변경시킴으로
써 추진력을 증가

유조선(11척)
컨테이너선(10척)

2%

세이버 
스테이터-D

(SAVER Stator-D)

스테이터에 부가 구
조물(Duct)을 장착
해 구조적 안전성과 
추진력을 더욱 증가

유조선(8척) 3%

러더 벌브
(Rudder Bulb)

프로펠러와 러더(타) 
사이에 장착하여 프
로펠러가 회전함으
로써 발행하는 소용
돌이(손실 성분)를 
억제

유조선(46척)
가스운반선(21척)
컨테이너선
(102척)

1~2%

사이드 갭 
프로텍터
(Side Gap 
Protector)

컨테이너와 컨테이
너 사이 공간을 최
소화함으로써 운항 
중 공기저항을 감소

컨테이너선
(11척)

3~4%

세이버 에어
(SAVER Air) 

선체 바닥면에 공기
를 분사해 선체 표
면과 바닷물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 마
찰저항을 감소

가스운반선(3척)
컨테이너선(1척)

4~6%

치별로 2-3% 정도인데, 이들 개별적인 ESD 장비 검증과 조

합적 복합적 검증을 Model Test와 CFD로 하기에는 너무 많

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트윈 선박 기술을 확보하여 플랫폼에서 다양한 에너

지저감장치와 친환경 장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환경규제와 조선산업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

5. 디지털트윈선박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트윈선박 통합플랫폼은 선박설계디지털플랫폼과 선

박운항통합플랫폼 그리고 선박육상디지털플랫폼으로 구성하

면 된다.

5.1 디지털트윈선박 형상화/물리량의 복합화와 

융합화

디지털트윈선박의 형상화와 물리량을 표현화하는 방법으로

는 기본/상세/생산설계를 3-D CAD하여 Digital Mock-up을 

만들고, 디지털 목업에 CFD와 실선 계측된 물리량을 표현하

여 Digital Twin 선박을 표현하면 된다.

1단계 : 선형/선체/의장 : 3D CAD 도면의 합성화 

       Digital Mock-up 개발

2단계 : 선형 CFD/선체 FEM/의장 Engine 열해석

       이론적 해석 물리량의 합성화

3단계 : 실선 물리량 계측

       선형 물리량 계측 : 선체 저항, 프로펠러 추력, 러더  

 반력, ALS 압력 등 실계측

        선체 물리량 계측 : Hull Stress Monitoring 

        의장 물리량 계측 : Maing Engine, 유량계, 압력, 

온도, 풍향속도, 속도계 등 

5.1.1 설계디지털트윈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안

선박 설계도면인 기본설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도면을 3-D 

도면으로 작성하여 선형, 선체, 의장, 기관에 대한 형상화를 

하고 이어 선형/수조/의장에 대한 CFD 와 FEM 등 해석 물리

량을 복합화하고 이어 선박 Model Test에서 얻은 물리량 등

을 융복합화하여 형상화된 선박에 표현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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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D 도면의 형상화 -> 데이터화 -> 디지털화

       선형

       선체(구조)

      선체의장(전장, 배관, 철의, 선실)

      기관의장(기장기계, 기장 배관) 

1.2 물리량 해석

       선형(유체, 프로펠러, 러더, ASD)

       구조(강도, 온도분포)

       의장

1.3 Model Test 계측 물리량

1.4 Sensor 부착위치 설계와 생선에서 적용 

  

5.2 디지털트윈선박운항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실제 선박에 탑재된 압력 온도 강도 진동 소음 등 계측센서

의 데이터화와 디지털화 하고, CCTV의 카메라 센서를 통하여 

시각화된 물리량을 통합화하여 선내 통합시스템에 정보를 수

집하여 육상으로 전송하면 될 것이다.

2.1 실선 sensor 계측 물리량 : Data화 -> 디지털화 -> 통

합화

2.2 CCTV sensor를 통한 시각화와 계측 물리량

   온도, 파고, 소음 

2.3 계측된 물리량의 선내 수집 플랫폼

2.4 수집된 물리량의 통신(보안) 

5.3  디지털트윈선박 육상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설계통합시스템에서 확보한 디지털트윈 데이터와 운항디지

털통합플랫폼에서 확보한 정보를 육상에서 통합화하여 시뮬

레이션 기반의 육상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 된다.

3.1 3-D 도면과 CCTV계측 시각화된 형상 통합화 및 AR

3.2 해석된 물리량과 계측된 물리량의 통합화 및 AR

3.3 운항기반 수학적 Simulation model 플랫폼 구축

   (운항선체 + 해상상태 + 작동기자재) 

3.4 육상관제 플랫폼

6. 맺음말

디지털트윈선박 통합플랫폼의 활용분야는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선박 그리고 에너지절감과 CO2 규제를 만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실증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

한 플랫폼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은 다양한 장비 집단의 통

합운용으로 움직이는 기계-제어-AI 시스템에 해당되는데, 일

부 장비 또는 S/W의 결함은 선박의 운용에 치명적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시뮬레이션을 위해 더욱 활용도가 

높다.

디지털트윈선박 물리량 예측을 위한 유체-선형-선체-구조

-엔진 해석 시스템 구축과 3D CAD 기반의 기본-상세-생산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CCTV 및 압력 Sensor 부착으로 실제 

물리량 계측 및 물리량 수집과 계측된 물리량과 수학식으로 

해석된 물리량의 비교분석으로 디지털트윈선박 플랫폼 구축

이 필요하다.   

실선과 디지털트윈선박 동기화 구현으로 선박 생애 전주기

에 대한 과거-현재-미래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선제적 보수유지, 최적안전운항, 기자재 및 신선종 개발에 기

여할 것이다.

디지털트윈선박은 조선업, ICT/기자재업, 해운업, 선박서비

스업 등 조선·해운·서비스 산업 전반적 생산성 향상, 원가

경쟁력, 전문인력양성, 신규일자리 창출 등 조선 전·후방 산

업의 고부가가치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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