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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업체의 경영은 자원과 프로세스의 관리, 지속적인 혁신

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개발

관리, 공급관리, 고객관리, 경영관리의 4대 Mega 프로세스와 

이를 세분화 한 7대 핵심 프로세스를 정의될 수 있다 (우종훈, 

2013).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각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IT 기간계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주요 측정 지표 (KPI)가 설정되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

인 환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4대 Mega 프로세스 및 7

대 핵심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러

한 프로세스들은 주로 체계적인 조직의 운영과 잘 정의된 문

서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표 1 Mega Processes & 7 Core Processes of Manufacturing Business

Classification

Description KPI4 Mega 
Process

7 Core 
Process

Development 
Mgmt.

Development

Management of a product development process 
including technical information, program/project mgmt. 

based on the seamless collaboration with 
eco-systems

Rate of development 
completion on time, 

Knowledge asset, etc.

Supply Mgmt.

Manufactur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and 
production planning for delivery 

satisfaction
Advanced   
Planning & 
Scheduling 

from 
Master/Deman
d Planning

Productivity, Cycle time, 
Yield rate, Process 

capacity index, Prime cost

Procurement

Management of material purchasing 
and distribution with an optimal 

quantity and quality at a possible 
lowest cost on time

Defective fraction, Rate of 
cost reduction, etc.

Logistics
Enterprise logistics mgmt. with the 
purchasing information with supplier

Lead time of material 
handling

Customer 
Mgmt.

Quality/
Service 

Providing of a quality information across the entire 
enterprise value chain, and also management of 

customer feedback

Quality index,   
Satisfaction rate of 

customer, etc. 

Sales/
Marketing

Management of a marketing value chain based on the 
enterprise technical and product roadmap from end to 

end lifecycle

Roadmap assessment, 
Demand prediction, On 
time rate of product 

market delivery

전산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관리라는 영역이 학문의 

영역을 넘어 기업 혁신의 매개가 되면서부터 4대 Mega 프로

세스 및 7대 핵심 프로세스는 정보 기술의 지원을 받게 되는

데, 이러한 정보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ERP1) , MES2) , 

SCM3) , CRM4) 그리고 PLM5) 이라고 할 수 있다. 

1)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 자원 계획)

2)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

이러한 IT 사상들은 계획과 관리라는 2개의 대표 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각 체계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과 세부 프로세스

가 탑재되고 있다(그림 1). 이러한 기능과 프로세스는 각각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SW 업체 (예를 들어, ERP는 SAP, MES

3)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4)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

5)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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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ockwell, SCM은 Zionex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계획과 관리라는 대표 프로세스 간의 Seamless한 연

계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나 현재 적

용이 되고 있다.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은 주로 MES 영

역에 속하는 것들로 계획 품질의 향상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

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계획 부서로 피드백 하거나 

역으로 현업 공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 정보를 실시

간으로 Release하는 세부 프로세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1 4 Relation of 4 mega processes and 
7 core processes

하지만, 미래 또는 To-Be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는 이러한 

수립된 계획 또는 획득된 실적 등의 Static 정보만으로는 부족

하기 때문에 동적인 계획과 관리의 동기화를 위해 필요한 것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의 사전적

인 의미는 목적 대상에 대한 모사(模寫)라고 할 수 있는데 광

의로 해석을 하면 Macro 기능을 이용한 Spread-sheet 연산

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해석 SW를 이용한 구조/유체 해석도 

시뮬레이션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조활동을 중심

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다 고도화 된 모사 기법이 요구되

는데 이를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생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생산 기법은 과거의 생산시스템

에 대한 단순한 모사를 극복하여 기간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Quasi Real-Time으로 운영이 되는 일련의 체계를 의미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가상 운영 플랫폼(또는 가상 운영 

체계)으로 정의하고 조선업종에서의 내부 경쟁력 고도화를 위

한 가상 운영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부 경쟁력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금융, 노무, 

인사 등 기업의 생산활동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

는 영역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조선업계에서 화두

가 되고 있는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이 단기적으로는 기업

을 회생시키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

로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

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가정을 나타낸다.

2. 선행연구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IT기술을 이용해왔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 말 국내 대형조선소들은 CAD/CAM, MIS 등의 

정보시스템들을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말 이후 

조선산업의 호황이 지속되자,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CAD/CAM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주요 시스템들은 그림 2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최근에 PDCA (Plan-Do-Check-Act) 사이

클에 대한 가상 플랫폼 역할로써의 가상의 디지털 조선 기술

이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들어와 선박건조공

정에 관련되어 수행되었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자 한다.

그림 2 IT System Classification of Shipbuilding 
Industry

2.1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용 디지털 통합건조 

공법개발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용 디지털 통합건조 공법개발 사업

(그림 3)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정보

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삼성중공업과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가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

표는 선박 생산에 관계되는 조선소 내의 객체인 Product(선박 

및 부품), Process(부품 가공 및 건조 공정 정보), 그리고 

Resource(조선소 내 주요 설비 및 기계 자원)의 디지털 정보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가상 생산(Virtual Manufacturing 또는 

Digital Manufacturing)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 조선소 내에

서 선박 건조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통합 선박 건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해당 과제에서는 차세대의 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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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선박은 물론 기존 선박의 건조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기

술로써 디지털 통합 건조 공법을 개발을 목표로 하였고, 선박 

생산공정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하여 건조공정에 필요한 제품, 

기계자원, 공정방법을 정보화 요소로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

여 디지털선박건조(Digital shipbuilding)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 실적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우종훈 등, 

2006; 이광국 등, 2005).

그림 3 Digital shipbuilding project with Samsung 
Heavy Industry

2.2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해당 과제는 조선생산 시뮬레이션의 핵심기술을 국산화 하

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2010년부터 5년 과제로 한국 해양연

구원의 주도로 서울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대학과 주식회사 

지노스, 인포겟 등 조선 전문 기업에 의해 한진중공업을 대상

으로 진행되고 있다(황호진, 201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은 다양한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 기술들로 구성된 통합 시뮬레이션 표

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의 생산공정 

및 공법 검증, 설비 및 배치의 최적화 및 검증, 생산 관리의 

최적화 등의 모사를 실행할 수 있는 조선전용의 통합 시뮬레

이션 시스템 기술로 정의하고,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

워크는 조선해양산업체의 전통적 생산기술과 연계되어 다양

한 디지털 가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사전 검증, 작업 중 

의사결정, 사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로 정의

하고 있다(그림 4). 해당 프로젝트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의 시

뮬레이션 커널 및 엔진/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 조선해양 공정 상호검증 시뮬레이션 (이필립 등, 

2012), 두 번째 블록의 크레인 리프팅 및 탑재 시뮬레이션 (조

아라 등, 2012), 세 번째 GIS정보 기반 설비 시뮬레이션, 마지

막으로 블록 및 물류 관제 시뮬레이션 (차두환 등, 2012)이다. 

그림 4 Framework and Application for Integrated 
Ship and Offshore Production Simulation

2.3 조선소 설계 및 조립공장 

계획 자동화시스템 구축

그림 5 Simulation model for block logistics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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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내용 목적

적치장
적치장 부하에 대한 

결과 – 적치장 별 블록 
개수/면적 부하 비교

부하 기준 정립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 
확보와 적치장 별 
부하 비교에 의한 

물류 대응 방안 수립

트랜스포터
트랜스포터 타입과 
일자에 대한 사용 

빈도, 시간, 거리 산출

중장기 투자 검토를 
위한 현상 파악

치구
치구류의 사용 누적 

빈도 산출

사내 보유되어 있는 
치구류의 운용 현상 
및 향후 소요 계획 

파악

도로
도로 별 빈도, 

트랜스포터 점유 시간 
산출

트랜스포터에 의한 
점유 시간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판단하여 
문제가 되는 도로의 
물류 혼잡도 개선 

방안 마련

작업장 
부하

초기 계획에 대한 
작업장 별 부하 검증

개수 및 면적을 
동시에 관찰함으로써 
개선방안 탐색 가능

해당 과제는 삼진선업에서 추진된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삼

진선업의 시뮬레이션 기반 일정 계획 시스템 구축, 단기적으

로는 시뮬레이션 기반 운영 계획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생산 안정화, 표준 시수 산출, 실행 환경 예

측의 요소를 강조하였으며, 디지털 공장 모델 구축, 표준 시수 

산출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장기적 목적의 첫 단계로 3공장의 블록 조립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계획하는 레이아웃 시나리오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생산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그림 5)을 완성하였고, 표준 시수 산출 

템플리트를 완성하여, 품셈 단위 원단위와, 물량 데이터, 작업

자 운영방식, 공법 등 공장 운영 방식의 기록을 통해, 표준 시

수와 표준 리드타임, 표준 작업자 운영 안을 산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송영주 등, 2009).

2.4 대우조선해양 블록물류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의 블록 물류 검증 및 개선

을 위하여 기준일정의 생산 계획을 입력으로 하는 블록 물류

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그림 6)을 구축하여 장기 전략 결정

을 지원하도록 하고, 물류 계획팀 및 물류 현업부서가 물류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표 2). 3차원 환경에서의 디지털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선체 블록에 대한 생산-물류 계획을 선행 

검증함으로써 계획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

사결정을 총괄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로 지원하고, 선체 블록에 

대한 건조-물류 계획 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여 작업장, 

트랜스포터, 작업자 등에 대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행가능

하고 타당한 물류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Woo 등

(2010)은 이에 대한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여 조선소에서의 

블록 물류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방법과 시

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림 6 Block Production Planning System based on 
Simulation

표 2 Result and usecase of 
shipyard block logistics simulation

3. 가상 운영 플랫폼

앞서도 언급하였다시피 2장에서 소개한 시뮬레이션을 기반

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조선

소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연구 활동은 현장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의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새

로운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는 현업의 필요 사항들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위 레벨의 연구 또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본 논

문에서는 기간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Quasi Rea l-Time으로 

운영이 되는 일련의 체계를 가상 운영 플랫폼(또는 가상 운영 

체계)으로 정의하고 조선업종에서의 내부 경쟁력 고도화를 위

한 가상 운영 플랫폼의 개념과 필요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연구의 배경 경영 이론

Woo et al. (2013)은 가상 운영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경영 기법을 조합을 통해 KPI를 도출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선박건조의 생산관리 관점 및 KPI 관리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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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성과 피라미드 작성에서 시작하는데, 성과 피라미드는 

제조업 경쟁력 지표인 PDQC(Productivity, Delivery, Quality, 

Cost)와 QDCF(Quality, Delivery, Cost, Function)를 포함한 

경영 관점, 운영 관점, 부서 및 작업장 관점의 성과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 지표를 조직 내부 효율과 조직 외부의 효

과로 구분하여 개별 지표들이 잘 관리되었을 때에 얻게 될 이

득을 원가절감과 시장 경쟁력 확보로 구분하여 제시하게 된

다. 즉, 성과 피라미드는 성과 측정뿐 아니라 경쟁력 획득을 

위한 관리체계로 의미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박건조 생산관리 관점의 정의의 배경 이론으로 응용된

다. 다음으로, 선박건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성공요인

(CSF: Critical Success Factor) 도출을 위한 VDT(Value 

Driver Tree) 분석은 앞서 언급한 성과 피라미드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VDT 작성의 종료 시점은 해당 영역 조건을 만

족시키는 가정 하에 지표가 더 이상 상세화 되지 않을 때까지

로 한정되는데, 이러한 개별 영역의 최하위 지표가 선박건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주요 관리 요소로서 CSF로 선정된다. 마

지막 단계는 KPI 도출을 위한 BSC 분석으로써 VDT 분석에서 

도출된 CSF 를 기반으로 KPI를 정의한다. KPI는 성과 지표로

서 CSF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선정되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한 KPI는 CSF를 실행하기 위한 요건, CSF 

의 관리를 위한 요건 및 CSF 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 대하여 정의가 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

해 도출된 KPI는 플랫폼의 관점에서 각각의 기능요소로 매핑

이 되고 또한 성과 피라미드로부터 시작된 관리 단계는 플랫

폼 설계의 한 축으로 매핑이 된다.

3.2 가상 운영 플랫폼의 구성 

가상 운영 플랫폼의 관점을 생산관리의 고도화로 하여 앞

서 기술한 경영 이론의 결과를 선박건조공정 단계별로 연계하

여 필요한 기능을 도출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7에

서 가로축은 공정의 단계를, 세로축에서는 관리 레벨을 보이

고 있고, 차트에서의 각 항목은 공정과 관리 레벨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요구되는 필요 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

폼의 구성은 앞서 소개한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반 연구 사례

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보다 상위 단계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 및 하위 레벨의 단체형 시뮬레이션 기능

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가로축에 선

박건조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세로축의 관리레벨에 대하여 어

떠한 공정을 범주로 하느냐에 따라 차별화 되는 기능 컴포넌

트들이 정의될 수 있다.

3.3 가상 운영 플랫폼 컴포넌트

3장에서 소개한 조선소의 가상 운영 플랫폼의 향후 구축 

될 응용 사례로써 몇 가지 예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3가

지의 사례는 각각 공정, 공장, 야드에 대한 대표적인 시스템 

구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7 Configuration of Virtual operation platform



우종훈, 송영주, 신종계

BSNAK, Vol. 52, No. 1, March 2015                                                                               19

4. 공정 레벨의 가상 운영 플랫폼 

컴포넌트 

4.1 공장 레벨의 가상 운영 플랫폼 컴포넌트

첫 번째 예제로 강재, 부재, 블록 등에 대한 작업장 배치 계

획 지원 솔루션 역할로서의 정반배치 시뮬레이션 시스템(또는 

컴포넌트)를 소개한다.

정반배치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대형 조립 블록의 정반 배

치 계획 시 블록의 작업장 또는 적치장 할당 작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블록 별 사이즈 및 형상을 무시하고 

작업장 또는 적치장 수용 가능한 표준 블록의 개수 또는 점유 

면적으로만 계획이 되어 실행 시 배치 불가한 오류가 자주 발

생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 배치 계획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계

획 수립 및 선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서로 

다른 사이즈 및 형상을 가진 블록을 고려한 배치 계획 솔루션

으로써 배치 작업에 고려되는 배치 Rule 반영이 가능하고 블

록 조립에 필요한 선행 자재 또는 선행 블록의 면적 점유 고

려가 가능하여야 한다. 그림 8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반 블록 

정반 배치 시스템에 대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Simulation based block allocation planning

4.2 공장 레벨의 가상 운영 플랫폼 컴포넌트

조선의 특성상 대형 강체를 주로 다루는 산업의 경우 수

십~수백 개의 블록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Critical

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배치에 대한 계획 (계획

부서), 블록 배치 실행 (현업부서), 모니터링 (현업부서)에 대

하여 통일된 블록배치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 시스템

의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업무 적용에 있어서의 기존의 관

행 및 기존 작업자의 경험 및 현장 맞춤에 의존적인 경향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장 관리 레벨에서 필요한 

플랫폼 컴포넌트로 블록 물류관제 시스템(또는 컴포넌트)를 

예로 들 수 있다(그림 9). 물류관세 시스템은 계획에 대한 정

보를 입력으로 하여 일정에 따라 조선소가 운영되었을 경우의 

물류 상황 선행 검증하고 계획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 물류 운

영 기준을 정립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블록 물류 계

획 표준 확립하는데 사용이 된다. 또한 다양한 물류 계획 기

준 안들의 시나리오들을 입력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각 

안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안 도출할 수 있다.

그림 9 System configuration of simulation based 
block logistics management 

4.3 야드 레벨의 가상 운영 플랫폼 컴포넌트

계획 시점에 일정계획에 필요한 데이터의 부족하고 선표 

및 블록 Div. 데이터의 잦은 변동 (전체 블록수의 30% 정도), 

그리고 외주 활용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 (외주 능력 통제의 

불가)라는 프로세스의 문제와 표준데이터의 부족 (작업 패턴

정보)한 정보관점의 문제에 의해 사람의 판단에 의존하는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불확실성에 

의한 예측 에러로 귀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조선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레벨에서의 전

략 시뮬레이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조선소 별로 전략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터를 개념적으로 또는 원시적인 구현을 

통해 사용한 적은 있으나 Top-Down 방식으로 체계적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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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설계를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전략 시

뮬레이터의 목적은 선표단계의 장기부하를 예측하고, 생산계

획 품질 향상을 위해 능력대비 부하수준의 정도를 향상시켜 

생산시점에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0).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 불가능한 과부하 부분의 

생산을 위한 전략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전략으로 변경

된 부하 및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최적화된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0 Strategic decision making based with 
simulation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기반의 

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기존의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사례들의 단편적인 

View를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경영 이론을 기반으로 하

는 이전의 연구를 접목하여 조선소 생산 고도화를 위한 가상 

운영 플랫폼을 제안하였고 관리레벨과 조선소 대표 공정을 양 

축으로 하여 필요한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를 도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이러한 가상 운영 플랫폼의 적용 예로서 공정, 공장 

및 야드 관리 레벨에 대한 사례를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우종훈, 2012. 조선해양 생산과 Extended PLM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한국캐드캠학회 하계 학술대회논문집, 여수, 대

한민국, August 2012.

우종훈, 오대균, 이춘재, 최양열, 신종계, 2006. 선박 건조 공

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 방법론 및 시스템 아키텍처. 

한국캐드캠학회논문집, 11(1), pp.11-19.

이광국, 강현진, 김세환, 박주용, 신종계, 2005. 조선 소조립 

용접로봇토치 변경에 따른 디지털 생산 기반 생산성 향상

방안 평가. 한국캐드캠학회논문집, 10(3), pp.210-216.

황호진, 2011.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요구 및 기능 분석 

프로세스 연구. 한국캐드캠학회논문집, 16(6), pp.449-457.

이필립, 송정규, 이동건, 백명기, 신종계, 최양열, 2012. 조선

생산 중일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링 방법론 연구. 한국

캐드캠학회 하계 학술대회논문집, 여수, 대한민국, August 

2012.

조아라, 구남국, 차주환, 박광필, 이규열, 2012. 다물체계 동역

학을 기반으로 한 와이어로프와 조선용 블록 외판 사이의 

간섭 시뮬레이션. 한국캐드캠학회논문집, 17(5), pp324-332.

차두환, 조두연, 송하철, 노명일, 2012. 조선소에서 트랜스포

터의 최적 블록 운송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및 적용. 한

국캐드캠학회 하계 학술대회논문집, 여수, 대한민국, 

August 2012.

송영주, 이동건, 조성원, 우종훈, 신종계, 2009.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블록조립 공정 능력 분석. 대한조선학회논문집, 

46(1), pp.78-86.

Jong Hun Woo, Young Joo Song, Jong Gye Shin, 2010.  

Development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for the 

Ship Block Logistics Based on the Simulation. Journal 

of Ship Production and Design, 26(4).

Jong Hun Woo, Young Joo Song, 2013. Systematisation of 

ship production management and case study for ship 

block assembly fac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http://www.tandfonline.com/loi/tcim20 

우 종 훈

■ 1975년생
■ 2005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 현    재 : 한국해양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생산관리
■ 연 락 처 : 
■ E - mail : jonghun_woo@kmou.ac.kr

***-****-****



우종훈, 송영주, 신종계

BSNAK, Vol. 52, No. 1, March 2015                                                                               21

송 영 주
■ 1980년생
■ 2009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 현    재 :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경영관리, 생산관리, PLM
■ 연 락 처 : 
■ E - mail : syj092@snu.ac.kr

신 종 계
■ 1955년생
■ 1989년 MIT대학교 해양공학과 졸업
■ 현    재 :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조선해양 생산시스템
■ 연 락 처 : 
■ E - mail : jgshin@snu.ac.kr

2015년도 전회장 및 원로회원 간담회2015년도 전회장 및 원로회원 간담회

   일 자: 2015년 3월 19일(목) 오후 1시 
   장 소: 학회 회의실
   참 석: 신종계 회장 외 8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