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오늘날 한국의 조선 산업은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재도약, 그

리고 세계 경제 불황 및 저유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플로
팅도크 탑재, 육상건조 등 다양한 공법의 혁신을 달성해 왔으며 
선주의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생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생산계획 시 반영
되어야 될 요소가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계획 담당자가 현장의 
프로세스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계획과 실적의 괴리가 수시
로 발생하고 있다 (Lee, 2013). 또한 조선소의 선박건조는 주문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 기간 동안 선주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 등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게 
된다 (Lee, et al., 2013). 

다품종 선박이 동시에 건조되는 현 생산환경에서, 수학적으로 

생산계획을 최적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하
나로 디지털 생산 개념의 공장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오고 있다. 조선소에서는 일반 제조업에서와 같이 선박
에 대한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설계와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은 건조 실적과의 괴리를 피할 수 없다. 현
재 국내 조선소들은 일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실제 생산 환경을 
반영치 못한 비효율적인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하게 생산
비를 낭비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개별적으로 생산계획을 구축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산출되는 생산계획이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im, et al., 2012).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자 컴퓨
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박건조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으로써, 건조 활동 이전에 계획을 검증하고 계획/실적 동기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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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건조기법이 소개되었다 (Han, et al., 2008). 

Woo (2005)는 2000년도 초반에 국내 S조선소의 디지털 조선 
구축을 위한 모델링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현업에 시뮬레이션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과 내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였
고, Song, et al. (2009)은 선체블록조립 공장 최적화를 위해 시
뮬레이션 기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레이아웃 설
계와 생산계획 수행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뮬레
이션 기반 생산관리를 위한 KPI(Key Performance Index)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Woo and Song (2014)의 연구에서 경영
학 이론을 선택적으로 조합한 시뮬레이션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한계점 중 하나는 조선소별로 차이
가 있는 개별 시스템들의 데이터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시뮬레이
션 시스템에 연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정 조선소에 시뮬레
이션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해당 조선소의 관
련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 목적과 유형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은 지나치게 많은 공수를 요구하게 된다. 
즉 대상 조선소가 달라지면 유사한 사전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수행을 위한 전처리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소별로 상이한 형태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
에 대한 신속한 인터페이스 구축을 위해, Nam, et al. (2015)의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료구조의 기본 구성을 유지하면
서 세부 속성을 수정함으로써, 복수 조선소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되어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전

처리와 함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원격 모듈 기능을 포함
하여 시뮬레이션이 동일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2. 조선소 생산계획 정보 분석
선박건조를 위한 생산계획 정보는 생산계획을 관리하고 실행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제조업은 설계가 완료
한 후 생산에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 생산계획 정보
를 수립한다. 하지만 다양한 크기를 가진 수많은 부재와 블록을 
조립하는 조선소의 경우, 생산계획 정보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관
리하고 있어 일반 제조업과 판이한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인 조선소의 생산계획 정보는 기본적으로 Table 1과 같
이 5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조선소 규모에 따라 일부 계획을 
생략하거나 다른 계획과 통합하는 경우가 있다 (Lee, 2007). 

조선소의 생산계획은 그 구성요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소의 생산계획에서 널리 사용되는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코드는 산출물에 기초하여 프
로젝트 전체 범위를 조직하고 정의하는 분할된 프로젝트 컴포넌
트 계층구조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조선소에서는 이와 같은 
WBS 코드를 사용하여 일정 계획 및 리소스 할당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참조하는 WBS 코드 구분 및 작업과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고, Table 3을 통하여 WBS 코드 구조 
분석에서 구분한 각각의 생산 코드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Table 1 Planning and scheduling for shipbuilding
Phase Target time period Tasks

Dock plan 
(Master planning) 3 ~ 7 years Ship product mix, dock turn-over ratio, ship 

information, key event
Long-term planning 
(Capacity planning) 3 ~ 7 years Capacity management of workers and major facilities, 

production volume distribution
Mid-term planning 

(MRP planning) 3 months ~ 1 year Production activity planning based on the dock plan
Short-term planning 
(Workforce planning) 1 week ~ 1 year Detailed production activity planning based on the 

mid-term planning
Execution Scheduling 1 day ~ 1 week

Operation scheduling on exact start and finish time, 
job allocation with respect to each working group, 

work order, work record monitoring

Table 2 Typical WBS structure 
Work Package (WOP)

Work Order (WO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Sector Work type  Work kind Zone or Block Number  System Work Stage Work unit

Structure
Outfitting

Fabrication
Assembly
Painting

Division of the ship hull 
compartments,

Block number of the ship 
hull (Lower level of the 

compartments)

Lower 
division of 
work type

 Workshop 
number where 
each work is 

assigned

Unit assembly
Auto welding

Panel arrangement
Panel fixing

Panel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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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scription of production codes of WBS 
 Code Description
Sector Structure, outfitting
Work 
kind Fabrication, assembly, erection, painting, etc.

Work 
type

Processes of details
- fabrication: cutting, forming

- assembly: block assembly, pre-outfitting
- erection: pre-erection, erection

Zone Division of the ship hull compartments
Block Block number of the ship hull (lower level of 

the compartments)

System
- Block assembly: panel, curved shell, unit, 

etc.
- Preoutfitting: piping, steel outfitting, electric 

outfitting, etc. 
Work 
stage Workshop number where each work is assigned

Work 
unit

Minimum unit composing system
- Unit assembly: auto welding, panel 

arrangement, panel fixing, panel welding, unit 
assembly arrangement, unit assembly fixing, 

unit assembly welding, etc.
- Steel outfitting: hull steel outfitting, 

machinery steel outfitting, etc.

3. 엔지니어링 정보 표준화를 위한 
계획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현을 통한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산출하기 위
해서는 작업 계획 수준에 따른 계층 세분화와 해당 작업에 적용
되는 블록 및 부재의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된 WBS 코드에 근거하여, 중일정을 대
상으로 생산 작업 단위에 따른 계층화를 시도하였으며, Table 4
에 보이듯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단위 작업에 따라 process, work type, work package, work 
order로 구분하였다. 재정비된 구분결과를 Table 5의 Type1에 
따라 구분해보면, 호선-선각-조립 단계까지 plan, 블록조립 단계
까지 work type, 대조립 단계까지 work package, 블록심출 단계
까지 work order라 정의할 수 있다. 

블록 및 부재에 관한 데이터는 Table 5에 보이듯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최종 탑재를 위한 블록과 
해당 블록이 생성되기까지의 각각의 조립블록 및 부재들의 계층 
관계, 그리고 해당 블록 및 부재의 규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Type 1은 상위 블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 조립/부재의 
데이터를 통하여 여러 가지의 조립블록 및 부재로 구성된 것을 
보여준다. Table 5에 포함된 조립/부재 데이터 앞에 ‘*’ 표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개의 부재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
한의 부재로 구성됨을 의미한다. 또한, 조립 데이터는 조립/부재
의 데이터들이 구성되는 것으로 Type 2의 조립블록이 Type 1의 
조립블록을 이루는 하나의 구성요소임을 나타낸다.  

Table 4 Refined WBS structure

Code Division
Process  

Work Type  
Work Package

Work Order
Digi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Production code Sector Work 
kind Work type Zone or block number System Work 

stage Work unit

Table 5 Data types for blocks and members
Type Final block Parent block Current block Assembly or Part Qty. Weight Area Size

Type 1
1212 1212 1212 *60DK 1 18.323 199.123  

*40DK 1 12.977 146.935
*FR29A 1 0.611 6.733

B1 1 0.003 0.027 12 x 250 x 250

Type 2
1212 1212 60DK *50DK 1 14.056 149.211

S1 1 0.044 0.47 12 x 200 x 2512
S2 1 0.044 0.47 12 x 200 x 2513
S3 1 0.036 0.383 12 x 200 x 1916

Type 3
1212 60DK 50DK 3A1 1 3.615 38.371 12 x 1301 x 319

3A2 1 2.855 30.312 12 x 3306 x 920
A1 1 2.849 30.25 12 x 3305 x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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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Type 2의 조립블록 역시 여러 개의 블록 및 부재
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Type 3의 조립블록이 Type 2의 조립블록
을 구성하는 하나의 블록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단계인 Type 
3의 조립/부재 데이터들은 모두 ‘*’ 표시가 없는 데이터로 최소
한의 부재들만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4. 생산계획 정보 통합구조 설계
4.1 통합구조 설계

서로 다른 규모와 구조를 가진 세 조선소의 생산관리시스템 
데이터(Table 6 ~ 8)를 대상으로 그들의 일정 정보를 통합하기 
위하여, 개념스키마의 정의를 활용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개
념을 정의하고 구조를 설계하였다. 

우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생산시스템의 데이터로부터 시뮬레
이션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중립형식 문서인 XML 기반의 계층구
조로 이루어진 각 데이터를 정의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
초를 XML문서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을 요구할 때, XML문서만 수정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Table 6 Selected planning data of shipyard A (with Indoor block assembly process)
Ship WOP WOP description Outsourcing Production Duration Start date Finish date

NBP0049 SABA0H11101 Assembly-0H11-SUB H 200 18 2011-07-19 2011-08-08
NBP0049 SABA0H11201 Assembly-0H11-MAJOR H 200 81 2011-07-19 2011-10-24
NBP0049 SABA0H21101 Assembly-0H21-SUB H 200 18 2011-07-19 2011-08-08
NBP0049 SABA0H21201 Assembly-0H21-MAJOR H 200 75 2011-07-19 2011-10-17
NBP0049 SABA0H31101 Assembly-0H31-SUB H 200 35 2011-05-31 2011-07-05
NBP0049 SABA0H31201 Assembly-0H31-MAJOR H 200 87 2011-07-05 2011-10-17
NBP0049 SABA0H41101 Assembly-0H41-SUB H 200 34 2011-05-26 2011-06-29
NBP0049 SABA0H41201 Assembly-0H41-MAJOR H 200 80 2011-06-29 2011-10-03

Table 7 Selected planning data of shipyard B (with outdoor block construction process)
Ship Activity Location Process Start date Finish date Duration
2265 S221A000 221 3+F 08/01/16 08/02/25 26
2266 S221A000 221 3+F 08/01/17 08/02/26 26
2257 S222A000 222 3+F 07/11/08 07/12/12 25
2259 S222A000 222 3+F 08/03/12 08/04/22 29
2263 S222A000 222 3+F 07/12/07 08/01/16 25
2264 S222A000 222 3+F 07/10/25 07/12/03 28
2265 S222A000 222 3+F 08/01/09 08/02/20 28
2266 S222A000 222 3+F 08/01/23 08/03/05 28
2267 S222A000 222 3+F 08/11/11 08/12/19 29
2268 S222A000 222 3+F 08/09/04 08/10/17 29
2269 S222A000 222 3+F 09/03/02 09/04/09 29
2270 S222A000 222 3+F 08/04/07 08/05/15 25

Table 8 Selected planning data of shipyard C (with cutting process)
Ship Block Process Routing WOD Date

001490 AS41S NP F 1490NPFAS41S  006 20040419
001490 AS41S NP F 1490NPFAS41S  007 20040420
001490 AS41S NP H 1490NPHAS41S  002 20040420
001490 AS41S NP W 1490NPWAS41S  004 20040410
001490 S15 NG L 1490NGLS15    821 20040421
001491 ES31L PA A 1491PAAES31L  008 20040421
001491 ES31L PA A 1491PAAES31L  013 20040421
001491 T16 FB F 1491FBFT16    004 20040414
001491 T16T FB F 1491FBFT16T   008 20040417
001491 T16T FB F 1491FBFT16T   011 20040417
001491 T16T FB F 1491FBFT16T   013 20040417
001490 F21S PB C 1490PBCF21S   004 20040422
001490 F31D1 FN A 1490FNAF31D1  004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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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프로세스 스키마 정의

최상위 계층인 프로세스 정보는 Fig. 1과 같이 정의되었다. 중
립구조에서 최상위 일정 정보는 중일정 단계로 정의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호선 번호와 블록 번호 아이디가 필수 사항으로 들어
간다. 여기서 아이디는 앞서 정의한 sector 분류에 해당하는 부
문으로 해당 블록의 부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착수일(start 
date)와 종료일(finish date)는 하위 공정들의 가장 빠른 날과 가
장 늦은 날로 정의된다. 

Fig. 1 A process structure in top level
Fig. 2에 보이는 work type 정보는 대공정 분류에서 내려온 

하위 공정 정보까지 나타내는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work type 
정보를 Fig. 2와 같이 정의한 이유는, ID와 Hull Number 부분을 
A, B조선소가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코드 길
이가 다를지라도 나타내는 일정 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ID 부분
과 호선번호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2 A work type structure
Fig. 3의 WorkPackage 정보는 일일 작업 계획의 상위 단계 

정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설계된 구조에서 A, C조선소의 데이
터가 함께 관리될 수 있다. ID 부분은 앞서 정의한 Table 4에서 
work stage까지의 정보로서, C조선소 WOP의 ID로 할당하였고 
이후 중복되는 WOD 코드를 필터링하여 가장 빠른 착수일과 가
장 늦은 종료일을 정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A조선소와 C조
선소의 WOP 수준 데이터를 하나의 중립구조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Fig. 4의 WOD는 최하위 일일 작업 정보까지 나타내는 정보로
서, 그 구조는 A, C조선소의 정보를 참조하여 정의되었다.

Fig. 3 A work package structure

Fig. 4 A work order structure
4.1.2 Product 스키마 정의

Fig. 5 A produc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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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product)에 해당하는 블록과 부재 데이터 경우, 호선과 
블록에 대한 ID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블록은 계층 구
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상위 단계의 블록에 대한 ID가 포함되어야 
조립 공정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부재 역시 상위 부재 번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밖에 물리적인 크기와 무게에 대
한 속성을 공통적으로는 포함하게 된다. Fig. 5는 이러한 블록과 
부재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4.1.3 Resource 스키마 정의
Fig. 6에 도시된 리소스 구조는 필수 정보로 장비 ID를 포함한

다. 다만 향후 공간에 대한 제약 요건은 리소스보다는 프로세스
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리소스를 구성
할 때 공간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리소스 구조에는 주로 장비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크기, 무게 
및 속도에 대한 속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해당 속성 중 설
비의 능력에 대한 속성으로 정의된 speed는 운송 설비의 경우에
는 이동 속도로 사용되고, 생산 설비의 경우에는 단위 시간당 생
산 능력으로 사용된다. 

Fig. 6 A resource structure

5. 시뮬레이션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앞서 설계된 데이터 구조를 기반으로 실제로 조선소의 계획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수행하고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였다.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Fig. 
7과 같고 물리적 구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현한 테이블 구성은 
Table 9와 같다.

Table 9 Table list for application implementation
Table name Description

Process
Most high level element, which handle 
the ship number, block number, start 

date, finish date and process 
information.

WorkType
High level production process, which 
handle the ship number, construction 

type and work type information)

WorkPackage
WOP data, which handle the ship 

number, work package ID, stage ID, 
start date, finish date and required 

cycle time.

WorkOrder
WOD data, which handle the ship 

number, work order ID, unit working 
type, start date, finish date, linked 
resource ID and required cycle time

Activity
Actual working unit, which handle the 
required cycle time, sequencing order 

and product ID. 

Block
Block data, which handle the block 
type, block number, weight, physical 

dimension and parent block ID.

Part
Part data, which handle the related 

block number, weight, piece number, 
thickness, length, breadth, material, 

and draft ID.

Resource
Resource data, only deal with the 

facilities, which handle the resource 
ID, resource type, weight, physical 

dimension, speed and location.

Fig. 7 Logical schema structure fo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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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 정제
개발 어플리케이션의 목적은 이기종 조선소 생산관리 환경에서 

입력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한 입력 정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우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유스케이스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10과 같은 사용자의 유스케이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설
계 진행 방향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스케이스는 Fig. 8과 
같은 구조로 어플리케이션의 엑터와 함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
다. 유스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시뮬레이션 설정 및 실행, 
데이터입력, 데이터소스 선택, 시뮬레이션 데이터 선택 및 수행의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엑터는 사용자(user), DB, Quest
로 구성되고, 시스템영역(system boundary)은 중앙에 위치한 박
스부분과 같이 구성되며, 이 영역이 어플리케이션 구현을 통해 실
현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QUEST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생성되
고 시뮬레이션이 수행되는 단계로, 상용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솔루션으로 적용되었다.
Table 10 Usecase design

ID Usecase Description
1 Database 

creation
Database creation for 

simulation

2
Simulation 

configuration 
& start up

Connection and connect with 
the remote simulation engine

3 Data 
transaction

Simulation data transaction with 
the standard information 
structure (DB and XML)

4 Data source 
mapping

Data mapping between source 
data and target simulation level

5
Model 

selection and 
parameter 

setting

Simulation model selection, 
parameter(start date, finish 
date, recording result type, 

etc.) and pre-creation of part

Fig. 8 Usecase and actor diagram

5.2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유스케이스 실현을 위하여 MVC(model, view, controller)구조

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모델은 시스템 간 전
달되는 정보, 뷰는 화면 즉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
는 사용자 환경, 그리고 컨트롤러는 시스템의 주요기능을 구현하
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의미한다. 각 유스케이스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작성을 통해 모델과 뷰 그리고 컨트롤러에 대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일례로 Fig. 9는 유스케이스 ID4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는 주 화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선택
한다. 데이터베이스 소스는 DB와 XML이 있으며, 각 소스 내부
는 WOP, WOD 테이블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목적에 적합한 데
이터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뮬레이션 목적에 해당하는 
일정을 시뮬레이션의 객체인 블록에 연계시키는 기능이 포함되
어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면 해당 소스의 테이블
들을 반환해주고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면 해당 공정 리스트들을 
반환해준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하여 컴포넌트기반 개발방법론
(CBD: component based development)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물로 Fig. 10의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 작성되었다. 시스템의 비
즈니스 컴포넌트 모델은 비즈니스 퍼사드 레이어, 비즈니스 컴포
넌트 레이어,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다. 퍼사드
는 시스템의 진입점 역할을 수행하며 비즈니스 컴포넌트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에는 비즈니스 로직과 
프로세스를 담고 있는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놓이게 되며,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는 데이터저장소에 접근하여 데이터의 입출력 
처리를 담당한다. MVC 구성 중 컨트롤러역할을 하는 부분은 
DataBaseMgr, InputShipyardDataMgr, SimulationMgr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 컴포넌트들에 대한 실직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시
뮬레이션 퍼사드를 경유한다. 비즈니스 컴포넌트 레이어는 3개의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3개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가지고,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 레이어는 1개의 데이터 엑세스 컴포넌트를 가
진다. MVC 구성 중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
인 모델은 DTO(data transfer object)라는 비즈니스 객체를 통해 
시스템 내부에서 정보를 전달한다. 각 DTO의 내부 객체는 앞서 
설계된 DB 정의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MVC 구성 중 뷰에 해당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설계 과정에
서 첫 번째로 언급되었던 요구사항 분석과 유스케이스에 대한 분
석 이후 도출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Table 11에서는 
개발 대상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 중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
션 메니저 컴포넌트에 대한 세부 기능들이 보이고 있다.

5.3 어플리케이션 개발 결과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Fig. 11에 보이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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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quence diagram for usecase 4 (data source selection)

Table 11 Functions of simulation manager component
Functions Description

ChangeResource(string, string, string) Change the resource of the simulation model
CheckPortNumber(int) : bool Check the port number between application and simulation engine
CheckTerm(int, List) : bool Check the Simulation termination condition

CompareProcess(List, List) : List Compare the process w.r.t. existing one for redundancy check
CreatePart(string) Part creation at the point of simulation start from source DB

CreateProcess(string) : void Process creation at the point of simulation start from process library
RequestModelFile(string, string) Request the model file which is located in remote model library
RequestProcessList(List) : void Request process list of the loaded model

RequestProcessResourceList(string, string) : List Request resources that is linked with assigned process
RequestResultFile(string) : void Request internal processed result file, form of HTML

RequestResourceLogicList(string) : List Request logic files that is linked with loaed model
RequestSclFileList(string) : List Request SCL file list that is linked with loaed model and assiged resource

RequestTermData(int, DTO) : DTO Request the time condition for the halt of the simulation running
SelectLibrary(string) Select model library folder for the model loading and its related f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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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implifed component diagram
 

Fig. 11 Application data flow diagram

Table 12 Validation of developed application
Target 
yard Input data Model generation Attributes assigned

A
Block 

assembly 
data

(Table 6)

 

B
Outdoor 
block 

construction
(Table 7)

 

C
Indoor plate 

cutting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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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요청에 따라 조선소 계획 시스템으로부터 원형 
계획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생성하고, 
이를 인터페이스 시키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동시에 표준 스키마
를 기반으로 조선소 데이터 처리를 통해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형
태로 변환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목적에 부합하는 매개 변수
들을 설정한 후 시뮬레이션 엔진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러한 절
차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수행 내용이 Table 13에 보인다.

Table 13 Application operation sequence 

Starting user 
interface with 

database 
connection

Data input 
interface, where 

raw data is 
selected and the 

appropriate 
column and field 

selected
Raw data is 

transacted with 
mapping of 

standard data 
schema, then the 
tree structure is 
presented as 

shown in figure.
Simulation 
manage 

interface, where 
the remote 

simulation server 
selected, then 
the model is 

retrieved.
Simulation model 
is run, where the 
multiple shipyard 
data is integrated 
for the feasibility 

test.
Simulation results 

are visualized 
thru the 

application 
interface.

5.4 어플리케이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중

립구조 설계에 고려된 3개의 조선소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
이션 모델 생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Table 12에서는, 3
개 조선소 데이터에 대하여 해당 모델에 제품 및 공정 정보가 적
합하게 로딩되는지를 테스트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유효성을 
검증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3개 조선소 생산계획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중립구조를 제안하였다. 실제 시뮬레이션용 데이터로 변환
을 위해 일정정보, 제품정보, 리소스정보의 통합을 수행하였으
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변환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듈을 
통해 획득된 입력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
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변환 모듈과 통합하였다. 

결과적으로, 복수 조선소의 상이한 데이터를 한 틀로 표준화
하고, 원격으로 QUEST에 생성 및 구동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함으로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
진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시뮬레이션 기반의 일정계획 검증을 
통해 조선소 생산관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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