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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조선소에서는 선박 생산계획 정보를 전사에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생산 작업을 수행한다. 선박 생산을 효율적
으로 하고 선주에게 정해진 납기 내에 인도하기 위해서
는 적중률 높은 생산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
중률 높은 생산계획을 수립한다는 의미는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배치 및 부하 조정을 통한 최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진다고 생
각하는 설계 물량 및 일정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 중 일정 정보는 선형 및 블록별로 표준일정
을 관리하여 사용하였으나, 작업 요인별, 즉, 작업시기
(월별, 계절별), 작업처 (작업장소, 작업업체), 설계 물량
(중량, 취부/용접 길이)등에 대한 세분화된 일정을 제공
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많다. 블록작업에 대한 실적 데이
터 분석을 통하여 작업 요인별 맞춤형 일정을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산계획의 연구대상 범위 

  선박에 대한 일정, 제작처 등의 생산계획 정보를 통하
여 생산현장의 인원, 설비, 제품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를 
설계, 구매, 자재, 영업, 재무/회계 등의 부서에서 참조하
여 전사는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선박의 생산계획은 준비, 수립, 검증의 3가지로 구성되
며 주기적으로 반복, 수행되는데 그 설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산계획 준비이다.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정보에 대한 관리이며, 기준정보에는 설계물량과 시
수, 표준일정 등이 있다. 설계 물량은 중량, 용접길이, 절
단길이, 도장 면적 등을 포함하는 제품 정보이며 작업량

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이다. 설계정보의 정확성, 제공 방
법과 제공 시점의 적절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시수는 설
계물량을 기반으로 하여 작업성을 반영하여 산출한 인력
의 작업시간 정보이다.
  시수는 프로젝트의 목표시수의 결정, 작업성을 판별하
는 공정별 원단위의 적절성이 만족되어야한다. 표준일정
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특성
별(블록별/공정별)로 분류하여 생산계획 수립 시 적용하
고 있는 정보이다.
  둘째, 생산계획 수립이다. 생산계획 수립 시 주어진 기
준정보를 이용하여 적정 작업량을 부여한다. 이는 일정 
변경 및 작업 배치를 통하여 공정별 과부하 및 저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 조업도에 맞는 작업 부하를 할당하
는 것이다.
  셋째, 생산계획 검증이다. 수립된 생산계획에 대하여 
목표 준수를 위한 생산 관리 및 운영의 실행이 원활히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재해/파손 발생, 생산 오
작업, 설계 및 자재 불량, 설비 고장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상황에 따라 특
정 공정의 계획 준수는 오히려 전체 야드 생산에 마이너
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응 내용으로는 
작업처 변경, 추가 인력/비용 투입으로 계획 준수를 위한 
노력이 있을 수 있으며, 생산실적을 고려한 납기 우선순
위 재배치, 직영 및 외주 생산기량 향상과 설비 개선/추
가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생산 실적 입력 및 현황 
정보 수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생산계획 준비에 해당하는 표준일정 관
리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생산계획 수립 및 검증에 필요
한 기본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이다.

2. 선박의 생산계획 프로세스

2.1 선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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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조선소의 생산계획 담당자가 기존 실적 정보를 이용하여 관심 대상인 미래의 생산계획 상황을 보다 쉽게 예측하여 생산계획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6년에서 2016년의 S조선사의 2차 데이터를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고 다중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하여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사례 연구를 통해 연구 모형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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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표는 조선소의 설비의 제약 하에 수주되거나 목표로
하는 호선의 주요일정을 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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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A 조선소 선표

 

2.2 탑재 네트워크 적용

  블록 탑재 순서를 나타낸 표이다. (동일 호선을 동일 
공법으로 11개의 블록을 탑재하는 것을 가정)

▶▶ 그림 2. 호선 탑재 네트워크
 
2.3 호선 표준일정 및 블록 생산일정

  블록 탑재일정이 결정되면, 조선소마다 보유하고 있는 
[표 1.]과 같은 호선 표준일정을 적용하여 [그림 3.] 과 같
이 호선 블록 생산 일정을 생성한다.

표 1. 호선 표준일정

▶▶ 그림 3. 호선 블록 생산일정

2.4 부하표 작성

  생산일정과 기준물량에 따라 작성된 부하표이다. [표 
2.]는 2016년에 대해 기준물량 중의 하나인 블록중량
(ton)으로 작성되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361   14,226   13,785   14,361   14,226   13,785   14,361   14,226   13,785   14,361   14,226   13,785   

곡 6,420    9,207    10,053   6,420    9,207    10,053   6,420    9,207    10,053   6,420    9,207    10,053   

판넬 8,346    3,192    5,154    8,346    4,173    4,173    8,346    4,173    4,173    8,346    4,173    4,173    

15,825   11,418   15,129   12,805   15,948   12,109   17,335   12,928   12,109   17,335   11,418   15,129   

15,036   13,628   13,708   15,036   14,438   12,898   15,036   14,438   12,898   15,036   14,438   12,898   

구 분

조립

도 장

탑 재

절단

표 2. 2016년 공정별 부하표

3. 다중회귀분석 방법 
 
 생산요인에 따른 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3.1 분석 툴 선택: 통계패키지 R
     → 오픈소스로써 기업의 유지비용절감에 도움을
        주며 특히 데이터의 양이 많은 조선업에 적합 
 3.2 다중회귀모델 생성방법: 
     → lm() 함수를 다중회귀모델 생성 
 3.3 다중회귀모델 검증방법:
     → 생성된 다중회귀분석모델을 summary() 함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의 적절성을 검증
 3.4 분석대상:
     → 2006년~2016년에 S사에서 생산된 Bulk carrier
      선종에서 특정 곡형블럭을 선정 (대상 확장예정)
 3.5 분석결과: 명목척도(계절, 제작처, 연도 등)에 대해

서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선형모델을 적용하였으
며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적합한 회귀모델 선택

4. 분석결과(예시)

  겨울철, 제작처와 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회귀모형
을 생성하였으며 블록을 확대하여 추가분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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