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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조업체의 경영은 자원과 프로세스의 관리, 지속적인 혁

신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개발관리, 공급관리, 고객관리, 경영관리의 4대 Mega 프로세

스와 이를 세분화 한 7대 핵심 프로세스로 정의될 수 있다(우

종훈, 2013).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각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관련 IT 시스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주요 측정 지표가 설정되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은 다

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4대 Mega 프로세스 및 7대 핵심 프로

세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동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기 이전에 이러한 프로세스

들은 주로 체계적인 조직의 운영과 잘 정의된 문서에 의해서 

오랫동안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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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IT 사상들은 계획과 관리라는 2개의 대표 프로세스

를 중심으로 각 체계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과 세부 프로세스

가 탑재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프로세스는 각각의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SW 업체 (예를 들어, ERP는 SAP, MES는 

Rockwell, SCM은 Zionex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

는데, 계획과 관리라는 대표 프로세스 간의 Seamless한 연계

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거나 현재 적용

이 되고 있다.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은 주로 MES 영역

에 속하는 것들로 계획 품질의 향상을 위해 생산 현장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계획 부서로 피드백 하거나 역으

1)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 자원 계획)
2)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
3)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4)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
5) 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주

기 관리)

로 현업 공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계획 정보를 실시간으

로  Release하는 세부 프로세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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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 대상에 대한 모사(模寫)라고 할 수 있는데 광의로 

해석을 하면 매크로 기능을 이용한 엑셀 연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구조/유체 해석도 시뮬레이션

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제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보다 고도화 된 모사 기법이 요구된다.

한편, 수년 전부터ﾠ정부에서ﾠ강하게ﾠ드라이브ﾠ하고ﾠ있는 

스마트 공장ﾠ전략은ﾠ공급ﾠ역량의ﾠ강화를ﾠ위한ﾠ전략으로ﾠ볼 수 

있다. 이러한ﾠ스마트 공장ﾠ전략은ﾠ자동차, 전자ﾠ업종을ﾠ필두

로ﾠ관련ﾠ업종의ﾠ공급망으로ﾠ확산되면서ﾠ효과를ﾠ나타내고 있

고ﾠ이는ﾠ국내ﾠ제조업의ﾠ체질을ﾠ개선하는데 기여하고ﾠ있다. 이

러한ﾠ스마트 공장ﾠ전략의ﾠ핵심ﾠ요소ﾠ중ﾠ하나인ﾠ시뮬레이션 기

술은ﾠ전통적인 DES 관점의ﾠ시뮬레이션ﾠ부터ﾠ최근 CPS (cyber 

physical system)로ﾠ표현되는 스마트 공장까지 기본적으로는  

선행ﾠ시뮬레이션을ﾠ통한ﾠ예측이라는ﾠ공통ﾠ분모를ﾠ공유하면서 

각ﾠ발전ﾠ단계의ﾠ차별성이ﾠ부각되어ﾠ발전하고ﾠ있다 (표 1). CPS

의ﾠ방법론ﾠ관점에서의ﾠ핵심은ﾠ가상ﾠ생산, 디지털생산과ﾠ동일

하지만, 모델링ﾠ자체보다ﾠ모델을ﾠ이용한ﾠ시뮬레이션 수행ﾠ결
과를ﾠ얼마나ﾠ신속하고ﾠ효율적으로ﾠ제조시스템으로ﾠ피드백ﾠ할 

수ﾠ있느냐ﾠ하는ﾠ보다ﾠ실용적인ﾠ관점에ﾠ핵심을 두고ﾠ있다. 따

라서, 3D와ﾠ같은ﾠ외적인ﾠ화려함보다ﾠ신속한ﾠ모델링과ﾠ시뮬레

이션, 그리고ﾠ유효한ﾠ결과의ﾠ빠른ﾠ피드백이ﾠ시뮬레이션ﾠ방법

론의ﾠ핵심ﾠ경쟁력이ﾠ되고ﾠ있다.

2. 관련 연구 

단편적으로는ﾠ몇몇ﾠ조선소에서ﾠ컴퓨터ﾠ시뮬레이션을ﾠ이용

한ﾠ가상ﾠ공장에ﾠ대한ﾠ연구가ﾠ1980년대부터ﾠ수행되어 오고 있

지만 디지털 생산이라는ﾠ진보된ﾠ개념으로ﾠ본격적인ﾠ조선소 

시뮬레이션ﾠ연구가ﾠ시작된ﾠ최초의ﾠ사례는ﾠ산업부ﾠ지원으로 

2001년부터ﾠ2004년까지ﾠ진행되었던ﾠ'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용 디지털 통합 건조 공법 개발 과제' (Project no. 00016038)

라고ﾠ할ﾠ수가ﾠ있다. 

특집
CPS 실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연구 
김정엽(주식회사 일주지앤에스),

이필립(주식회사 지노스),

정승영(주식회사 브이엠에스 솔루션스)



특집 ▶▶▶ CPS 실현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연구

10 대한조선학회지┃제 55 권 제 2 호

표 1 Evolution of computer simulation

Computer Simulation Virtual factory Digital factory Smart factory

Period ´60 ~´80 ´85 ~´95 ´95 ~´10 ´10~Current

Significance
Modeling by use of 

computer
3D virtual modeling Virtual information

Feedback from simulation 
model to real 

manufacturing system

Focus
Focus on scenario 

based what-if 
simulation

Focus on maximization 
of physical visibility 

through the 3D modeling 
of real factory

Focus on operational 
information by simulation 

rather than 3D 

Focus on agile feedback 
from simulation model to 
real manufacturing system 

before the problem is 
recognized

Object

⦁Investigation of 
production index 

(throughput, 
utilization, WIP, etc.) 
based on various 
simulation scenario 

⦁Transition of real 
manufacturing system 
into the virtual model 
by use of 3D CAD 
and digital mock-up 

technology
⦁Minimization of 
physical rework by 
prevention of the 
interference and 
collision among 
physical entities

⦁Same with that of early 
stage of ´60 ~´80 

(scenario based 
simulation)

⦁Difference is hardware 
and software 

enhancement, which 
enables simulation 
engineers to extend 

the scope and detail of 
modeling

⦁To secure the 
management 

competency by agile 
decision making system 
based on simulation, 

which is originated from 
digital factory concept
⦁Prompt action with 
simulation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 of 

current status of target 
manufacturing system 
from monitoring is 

crucial

Keyword What-If 3D Digital CPS

표 2 Simulation based R&D project of ICT Industry 4.0S

⦁Title ⦁Contents ⦁Organization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strategy 
and execution simulation for shipyard 

manufacturing cost

⦁Development of simulation based 
decision making system for 

shipbuilding with consideration of 6 
factors

⦁Development of process mining 
system, and integration of simulation 

and mining

⦁Managing company: Xinnos
⦁Target yard: Daewoo 
shipbuilding and marine 

engineering

⦁Prediction based smart SCM 
framework for offshore industry

⦁Development of simulation based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of simulation system for 
inbound and outbound logistics

⦁Development of algorithms such as 
installation sequence of spools and 
lead time prediction by virtue of 

machine learning

⦁Managing company: VMS 
solutions

⦁Target yard: Samsung heavry 
industry

⦁The development of the Shipyard IHOP 
process standard simulator and 

decision support system

⦁Development of decision making 
system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S simulation for autonomous 

production management

⦁Managing company: Iljoo
⦁Target yard: Hyundai heavy 

industry



김정엽, 이필립, 정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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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ﾠ주관으로 삼성 중공업을ﾠ대상ﾠ조선소로ﾠ하여

진행되었던ﾠ해당ﾠ과제에서는ﾠ3D 기구학 시뮬레이션과 DES 

시뮬레이션 기술을ﾠ이용하여ﾠ조선소의ﾠ모든ﾠ공정에ﾠ대한ﾠ디
지털ﾠ모델을ﾠ구축하였고 가공, 조립, 옥외 공정 등에ﾠ대하여

조선소의ﾠ생산관리ﾠ업무와ﾠ연동하여ﾠ사용할ﾠ수ﾠ있는ﾠ시스템

을ﾠ구축하는ﾠ연구가ﾠ진행되었다. 세계ﾠ최초로ﾠ조선소ﾠ전ﾠ공정

을ﾠ대상으로ﾠ디지털ﾠ모델을ﾠ구축하고ﾠ다양한 용례를ﾠ도출함

으로써ﾠ향후ﾠ디지털ﾠ조선소의ﾠ고도화를ﾠ위한ﾠ방향성을ﾠ제시

하였다는ﾠ점에서ﾠ높은ﾠ의의를ﾠ지니고ﾠ있는ﾠ과제라고ﾠ할ﾠ수 

있다. 다만, 외산ﾠ시뮬레이션ﾠ소프트웨어에ﾠ대한ﾠ의존도를ﾠ탈
피하지ﾠ못한ﾠ점은ﾠ향후ﾠ소프트웨어의ﾠ국산화ﾠ필요성에ﾠ대한 

과제를ﾠ남겨두는ﾠ계기가ﾠ되었다. 

다음ﾠ국책사업으로ﾠ진행된ﾠ조선ﾠ분야ﾠ생산ﾠ시뮬레이션ﾠ과
제는ﾠ2010년부터ﾠ2015년까지 KRISO 주관으로 진행된‘조선

해양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기술 개발 과제’(Project no. 

10035331)라고 할 수 있다. 이ﾠ과제의ﾠ가장ﾠ큰ﾠ특징은ﾠ생산 

시뮬레이션과ﾠ관련된ﾠ원천기술ﾠ확보를ﾠ위해ﾠ시뮬레이션의ﾠ기
반이ﾠ되는 커널의ﾠ국산화라고ﾠ할ﾠ수ﾠ있다. 과제를ﾠ통해서 크

레인, 안벽, 물류, 일정 검증 등에ﾠ대한ﾠ커널이ﾠ개발되었고ﾠ이
를ﾠ기반으로 조선소에서ﾠ필요로ﾠ하는ﾠ응용프로그램이ﾠ개발되

어ﾠ적용이ﾠ되었다.

2014년도에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조선소ﾠ생산ﾠ분야의 

과제로는‘중소형조선소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Project no. 10050495)가ﾠ있다. 이ﾠ과제는ﾠ2010
년ﾠ이후로ﾠ생존에ﾠ어려움을ﾠ겪고ﾠ있는 중형 조선소의 생산관

리ﾠ역량을ﾠ강화시키기ﾠ위한ﾠ목적으로ﾠSW 의존도가ﾠ높은 생

산 계획 부분에ﾠ대한 APS를ﾠ개발하고ﾠ계획을ﾠ검증할ﾠ수ﾠ있
는  시뮬레이션 체계를ﾠ확립하는ﾠ내용으로ﾠ추진이ﾠ되고ﾠ있다.

그리고 최근 앞서 소개된 조선해양 분야와 ICT의 콜라보레

이션 사업인 ICT융합 Industry 4.0S사업에서도 이러한 시뮬레

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이 표준화 된 제품 및 공정, 설비 정보를 기

반으로 변동성을 최소화 하며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Industry4.0을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선해양 업

종에서는 높은 변동성이 상존한다는 전제하에 즉답성과 유연

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고 있고, 본고에서 소개

하고자 하는 세 개의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과제도 이러

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표 2). 본고에서는 ICT융합 Industry 

4.0S 사업에서 진행되는 20여개의 세부 과제 중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관리 과제 3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3. 시뮬레이션 기반 조선소 생산관리 

과제

3.1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과제

주식회사 지노스가 주관을 담당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기술 

적용 대상으로 하여 진행 중인 과제로 공정 기반 생산 시뮬레

이션 표준 모델과 프레임워크를 설계하고, 이를 통합 시스템

으로 구축해 생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알고리즘과 모델 라이

브러리를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과제이다. 또한, 

프로세스 마이닝 기반의 생산 공정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

별하고 공정 기반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합하여 프로세스 중심

의 조선소 의사 결정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과제의 핵심 기술로는 프로세스 중

심의 DES 커널, 프로세스 마이닝, 공간 배치, 경로 최적화, 

KPI 체계화, 인적 요소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해당 과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시스템

조선 생산 시뮬레이션 컴포넌트 API

프로세스 마이닝 통합 프레임워크 인터페이스

조선 해양 생산 공정 시각화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공정 프로세스 자동 도출 및 시뮬레이션 연계 모듈

조선소 통합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필수 컴포넌트 알고

리즘 및 인터페이스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고려한 공간 배치 기본 알고리즘

확률 기반의 배치 위치 추천 알고리즘

프로세스 모델 자동 생성 및 컨트롤 모듈

표준 생산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콘텐츠 라이브러리

물류 및 공급망 시뮬레이션을 위한 GIS 모듈

KPI 관리 체계 및 시뮬레이션 인터페이스

최소비용 경로 산정 알고리즘

현장 강화형 트랜스포터 운영계획 알고리즘

블록 적치장 선정 알고리즘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이

션 기술 개발 과제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부분과 프로세스 마이닝 프레임워크

로 구분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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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evelopment framework of Development of manufacturing strategy and execution simulation for shipyard 
manufacturing cost

3.2 공정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의장 조달 프레임워크 

 핵심 기술 개발 과제

VMS solutions가 주관을 담당하고 삼성 중공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제로 다중 네트워크 구조의 복잡한 해양플랜트 

배관재 제작-물류-설치 과정에 대하여 IoT 기술, 예측 시뮬레

이션 기술, 배관재 설치 최적화 알고리즘 및 GIS 기반 물류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여 의장재의 생산에서 설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통합 의장 조달 관리 시스템 개

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과제에서는 빠른 시간에 결과를 도출하며 납기 예측

의 정확도 수준이 7일 이내인 의장 조달 계획 시스템 개발과 

옥외 자재 위치 인식이 정확하고 신호 범위가 넓은 IoT 기반 

최적 야드 인벤토리 관리 기술 개발, 다중 네트워크 모델을 

기반으로 블록의 모든 배관재를 대상으로 최적화된 설치 순서

와 기계학습을 통한 정확한 리드타임을 예측 할 수 있는 기술 

개발, GIS 기반 로지스틱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의장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 개발 하고자

하는 최종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위치송신 디바이스 및 AP, 위치수신 게이트웨이

 실시간 자재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최적 위치 제어 관리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반 Planning Engine

 2D/3D 배관 설치 알고리즘

 GIS 기반 공급망 물류 시뮬레이션 시스템

 Web & Mobile 기반 협업 의장 조달 계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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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evelopment framework of Prediction based smart SCM framework for offshore industry

공정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의장 조달 프레임워크  핵심 기

술 개발 과제의 개발 프레임워크는 그림 2와 같이 크게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IoT 부분, 시뮬레

이션 기반의 계획 및 관리 부분, 배관재 의장품 특화 알고리

즘 부분,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가시화 부분으로 구성된다.

3.3 조선 내업 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및 

의사결정ﾠ지원시스템 개발 과제

일주지앤에스가 주관을 담당하고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조선/해양플랜트/중공업 분야의 ICT 융합 Industry 4.0 표준 

모형 개발의 일환으로 조선소 내업 공정용 시뮬레이션/의사결

정지원을 위한 최적화/스마트 기술 개발을 목표로 ICT기반 내

업공정 표준 플랫폼/라이브러리/인터페이스/API/게이트웨이/

알고리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과제를 통해 최종적으

로 개발하고자 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공정 데이터 수집 표준 인프라 

공정 표준 디바이스 및 미들웨어 플랫폼

공정 표준 라이브러리

조선 표준 제품/공정/자원/레이아웃 라이브러리

조선소 내업 공정 전용 장비 구현, 조선소 내업 공정 특화 

공정 구현

조선 내업 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현장 데이터 기반 공정 시뮬레이터, 실시간 시뮬레이션 

가능 및 자율제어 시스템 연동 등

조선 내업 공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수집/전달 센서 인터페이스 장치

해당 과제에서는 대조립 공정을 대상으로 각종 설비, 제어

기, 센서 등으로 부터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

한 상황인지,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시뮬레이션 기반 가상 모

델을 통한 대안 분석, 다면 분석을 통한 최적의 의사 결정 및 

실시간 생산 운영 최적화 등을 제공하여 환경 적응형 생산 운

영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조선 내업 공정 사이버 물리 시스

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센서 개발 등을 통

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체계 확립 (공정 데이터 수집/활용 인

프라 연계 시스템),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상황 인지 및 예측 지원 (내업 공정 빅데이터 

스토리지 시스템), 상황 변동 및 예측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한 대안 분석 및 다면 분석을 통한 최적의 대안 선

정 (내업 표준 공정 시뮬레이터 및 의사결정시스템),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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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통해 결정된 최적 대안을 기반으로 실시간 생산 운영 최

적화 및 실제 생산 시스템과의 동기화 지원 (내업 공정 계획/

실적 관리 시스템)과 같은 세부 과제를 통해 CPS 체계 구현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Development framework of Shipyard IHOP process standard simulator and decision support system

4. 결 론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선 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CT융합 Industry 4.0S사업에서 진행되

고 있는 3개의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 관리 과제를 알아보았다. 

해양호선  생산 코스트 최적화  생산 전략 및 실행 시뮬레

이션 기술 개발 과제는 야드 물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설비/작업자에 대한 효율성 보다는 블록 등 대형 

자재에 대한 공간 배치와 야드 내 물류에 대한 관리가 우선시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물류 제약에 대한 특화된 

기술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의장 조달 프레임워크  핵심 기

술 개발 과제는 해양플랜트를 건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배

관재를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급하기 위한 관리 활동 효율화

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사

내 및 사외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컨트롤을 바탕으로 협

력사의 가용 능력을 파악하여 유효한 오더를 발행하는 것과 

과거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달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내업 공정 표준 시뮬레이터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과제는 조선소 내업 공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자

동화 비중이 높고 설비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박건조공정 중 작업장과 생산 라인의 리소스 효율성이 주요 

관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설비에 대한 센서 모니터링 기

반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즉답적인 문제점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CPS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3개의 과제는 각각 조선소의 중요한 관리 이슈를 

대상으로 내업, 외업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반 

CPS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선소 생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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