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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선박 의장설계의 업무를 표준화된 환경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통일된 시스템들을 제공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개별 데이터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의 생성으로 프로세스상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업무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분

석하고, 정확한 설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선박 의장설계 시스템의 사

용자들이 향상된 업무 프로세스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에 관한 연

구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framework under a standardized task configuration to improve data accuracy and to 
provide unified system for the outfitting production design in shipyards. Due to the mismatching engineering data, the 
wrong designs or drawings were produced. With these wrong information, the production process can be broken and 
faced a big problem during production stage. In this study, we propose novel framework and its components which can 
offer better supporting for the design task and its process to improve productivity and efficiency with knowledge based 
engineering support system.

키워드 : 선박설계, 선박 의장설계, 엔지니어링 지원시스템, 지식기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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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조선업은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을 주

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문주들의 친환경, 에너지 고

효율적인 선박 발주로 인하여 기술력이 있는 조선사들

이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하고 있다. 특히 북미 셰

일가스 개발로 인하여 해양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감소

하고 셰일가스 해상 운반용 가스선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는 저가수주 선박의 인도와 

경험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인하여 

조선사들의 납기 준수 및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설계 및 건조 과정에 많은 인원과 물류 및 공

정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프로세스 간 횡

적 정보교류가 부족하여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기술이 기여할 역할이 크

다고 판단된다. 즉,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보기술을 이

용한 선박의 설계 및 생산과 관련된 지식 및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느냐가 향후 경쟁력

의 중심이 되리라 보인다[1].
 본 논문의 연구 내용은 선박 설계 분야 중 의장설계

를 하기 위한 통일된 시스템과 표준화된 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설계자들에게 동일한 설계환경 구축을 

제공 할 수 있는 의장설계를 위한 지원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선박 의장설계 업무의 특징, 선박 의장

설계 지원시스템의 구성 요소 기술에 대하여 알아본다.

2.1. 선박 의장설계 업무

선박 설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선주로부터 영업에서 

수주 활동을 하기 위하여 영업설계를 통하여 기본, 선
형, 의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계약이 체결되

면서 본격적인 설계 업무가 진행된다. 그림 1은 선박 의

장설계 업무 영역과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의장설계 업무 흐름은 선주요청, 영업설계, 기본설

계, 상세설계, 생산설계, BOM생성 업무 흐름으로 진행

된다. 또한 의장설계 분야에는 배관설계, 전장설계, 철
의장설계, 선실설계, 공조설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Fig. 1 The process of ship outfitting design

2.2. 선박 의장설계 업무

선박 의장설계는 선박이 운항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

계, 장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하고, 선박

을 운항하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주거 시설, 해난 사고

에 대한 방재 및 안전 설비, 선박에 적재될 화물의 운송 

및 하역 설비에 대한 설계 업무를 말한다. 
선박 의장설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배관, 전장, 선

실, 철의, 공조 등으로 분야를 정의 할 수 있다. 배관설계

는 선박운항, 발라스팅, E/R Piping System, Hull Piping 
System, 거주구역 Piping 시스템들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전장설계는 선박운항에 필요한 모든 전기장

치로 동력계통, 조명계통, 제어계통, 항해/통신계통, 화
재감시, 경보 등이 포함된다. 선박에서 선실설계는 선원

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설계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무 및 선박 조종 등에 필요한 설비들을 설계하는 업무

이다. 철의장설계는 선박운항, 화물처리, 선박의 계선/
계류, 안전관련 설비, 통풍 및 공조설비, 폐기관, 방화설

비, Traffic, Mast & Post류 등에 대한 장비구매 및 배치 

또는 설치를 위한 설계로서, 각 설계기능별 단계에 따라 

영업설계, 시스템설계, 생산설계로 구분되어 설계업무

가 진행된다. 공조설계는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즉 난방, 환기, 공기 조화 등은 목

적하는 장소의 온도, 습도, 청결도, 기류분포 등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조정하는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다[9].

2.3. 선박 의장설계에 구성 요소

선박 의장설계의 구성 요소에는 파일 시스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 정보처리 시스템 등 3가지 큰 시스

템이 필요하다. 파일 시스템은 독립된 단위의 파일로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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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파일 시스템의 유형으로는 선박 의장설계 엔지니

어링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설계기준서, 기술표준서, 
설계품질, 업무 및 CAD 매뉴얼 등이 있다. 데이터베이

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설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CAD와 설계정보 

및 생산정보를 관리하는 BOM 시스템으로 설계 업무에 

직접적인 시스템이 있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지식

경영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포털 시스템 등

도 포함된다. 정보처리 시스템에는 설계 업무를 통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각종 해석 모델 생성 및 강

도 계산 시스템과 단위환산 및 면적/무게/압력 계산 시

스템 등이 포함된다[2-8].

2.4. 기존 선박 의장설계 업무의 문제점

조선소에서 선박 의장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2.3절과 같이 많은 정보와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현
재 선박 종류가 다양해지고 선주의 요구사항들이 까다

로워지면서 선박 의장설계 업무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설계의 오작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

은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효과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계 지원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

다. 하지만 선박 프로젝트의 다양화로 필요한 정보와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고 있지만 표준화되지 못

한 환경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로 잘못

된 설계 데이터 생성과 설계자들마다 다른 버전의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설계자들에

게 신규로 개발된 정보와 시스템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

지 못하여 개인 PC에 있는 예전에 사용하던 정보와 시

스템으로 설계 업무 처리하여 설계 오작이 발생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기존 선박 의장설계 업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일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표준화

된 정보와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

발하고자 한다.

Ⅲ.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워크의 개발

본 장에서는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

임워크 개발과 표준화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클라이

언트 서버에 선박 의장설계 환경에 적합한 정보 보관 

및 활용, 정보접근 URL, 설계 업무 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선박 의장설계의 표준화된 정보와 업무들

선박 의장설계의 표준화된 정보와 업무들을 제공하

기 위하여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정리하였다. 구성요소

는 CAD시스템, 설계정보, 의장설계 Tool, 프로젝트 설

계정보, 설계 데이터베이스, 공통기술관리, 호선문서 

및 설계 통합 매뉴얼 등이다.
CAD시스템은 선박 의장설계에서 모델링 및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도구이다. CAD시스템에는

AVEVA Marine, Tribon M3 등이 사용되며, 의장설계

에 주요 모듈에는 Pipe Modelling, Structure Modelling, 
Drafting, Equipment, Components, Design Manager, 
Production Manager와 Project Selection, 설계실적정보

검색, 파일변환 Export Utility 등으로 구성된다. 설계정

보는 설계에 필요한 설계 실적정보, 생산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Block Division, WSD, DAP, Paint 
Spec, 호선 KP, 안벽배치도 등의 정보로 구성된다. 의장

설계 Tool은 설계에 필요한 단위 시스템들을 설계원이 

쉽고 빠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써 의장

설계시스템, 단위환산, 설계보고, PDF Tool 등으로 구

성된다. 프로젝트 설계정보는 설계원들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호선에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써 설계스케줄, 도면승인, 
ERP-설계기술, ERP-설계관리, ERP-생산기술, ERP-기
기장비 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정보는 설계업무

를 하는데 있어서 참조문서로 선주/선급교신문서, 설계

규정집, 설계기술 참조 Web URL 등이 있다. 공통기술

관리는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된 문서와 지식 등으로 

설계 표준서, 의장설계 분야별 기술문서, 설계교육 문

서, 설계 선행/후행 자료, 설계 개선사례 문서 등이 있

다. 호선문서는 지식경영시스템에 등록된 호선관련 각

종 문서 등으로 호선 업무연락, 선주/선급Letter, 호선 

회의록, 선주/선급/벤더 협의문서 등이 있다. 설계 통합 

매뉴얼은 CAD시스템, BO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에 대한 매뉴얼 및 표준 기기장비재 문서 등으로 설계 

업무를 하는데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이다. 이러한 

주요 시스템과 업무들을 모듈화 하여 설계업무 환경을 

표준화하였으며 기존에 기업에서 사용되는 지식경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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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등을 애드온 하여 의장

설계 업무의 정확한 처리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3.2.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그림 2는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임

워크 구성도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클

라이언트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선박 의장

설계 업무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시스템, CAD 시스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 그룹웨어 등

을 인터페이스 및 애드온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림 3은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를 설명한 것이다. 프레

임워크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엔지

니어링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2
에서 설명하였듯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소스를 활

용할 수 있다. 

Fig. 2 Structure of Framework

Fig. 3 Architecture of Framework

Fig. 4  A Diagram for the Proposed Modules

클라이언트 서버는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을 운

영하고 관리 하는 역할을 하고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설

계 분야별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 

분야별 시스템과 업무들을 모듈화 하여 사용자들이 효

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기 위하여 

XML 형식을 활용하여 외부의 시스템을 자유롭게 실행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표준화된 설계환경을 제공

한다. 또한, 사용자 간의 업무 공유 및 컨텐츠에 대한 버

전 정보를 관리하고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발생하는 정

보 분류 및 지식의 고유 URL을 기록하여 정확한 정보 

획득과 빠른 정보 제공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는 제안한 모듈의 구조도이다.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은 설계에 필요한 시스템과 업무들을 모듈

화 하여 업무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실행 할 수 있

도록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제공 

할 모듈에 대하여 Visible 명령어로 True 혹은 False를 

입력하여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Fig. 5 The implemented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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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analysis of the proposed system

또한 Edit GUI 모듈에서 제공할 XML 형태의 모듈을 

이용하여 외부의 시스템들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실행할 시스템과 문서들의 경로에 대

한 Web 주소경로, 지식경영시스템의 문서 경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실행 경로 등을 태그 형태의 코드를 

입력하여 바로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는 구현 

코드이다. 그림 6은 선박 의장설계 업무의 효율성과 사

용자들이 엔지니어링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한 

선박 의장설계 지원시스템의 화면이다. 본 논문에서 구

현하고자 하는 표준화된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하였으

며, 선박 의장설계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향상된 업무 프

로세스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박 의장설계 지원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하였다.

Fig. 6 Support System of Ship Design Engineering

Ⅳ. 성능평가

3장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배관설계, 
철의설계, 선실설계, 전장설계에 대한 시스템을 구현하

였으며 구현된 시스템에 대한 실적 데이터에 대하여 성

능 분석을 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업무에 필요한 시스

템과 업무들을 개인별로 정리하였거나 설계부서별 표

준화되지 못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제안한 방

법은 많은 시스템과 업무들을 모듈화 하여 통일된 업무 

환경제공 하였으며 1300여 개의 많은 시스템과 업무들

을 모듈화 하여 50여 개로 구축하였다. 모듈화를 통하

여 설계분야에 필요한 모듈을 찾아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프로젝트에 따른 업무변화에 시스템을 쉽게 

변경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클릭 방식의 실행으로 

기존에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과 업무들을 검색하는 불

필요한 소요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표 1은 제안된 

시스템 적용 시의 효과분석 결과이다. 
기존의 방법으로 필요한 시스템과 업무들을 검색하

고 실행하는데 평균 28초의 시간이 소요한 반면 제안된 

시스템은 모듈화 하여 쉽게 원하는 정보를 접근 할 수 

있어 6초의 빠른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1은 배

관설계, 철의설계, 선실설계, 전장설계에 대한 1개월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보다 제안된 방법이 84시
간의 설계업무 소요시간을 절약 있는 결과를 확인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선박 의장설계 업무들을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스템과 

업무들을 쉽게 찾고 통일된 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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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의장설계에 필요한 지식과 문서

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선박 의장

설계 지원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를 통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과 업무들을 빠른 시

간 내에 처리 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

었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표준화된 업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설계 업무의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시스템

들을 인터페이스 및 애드온 하여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하여 활용함으로써, 정보기술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

여 재정적 비용 절감을 실현 할 수 있다. 많은 시스템과 

업무들을 모듈화 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표 1에서 제시

한 것과 제안한 시스템으로 업무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결과를 확인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배관, 철의, 선실, 전장, 공조 분야로 

세분화하고 모듈화 하여 선박 의장설계 엔지니어링의 

업무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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