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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한국의 조선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

주의 급격한 감소와 산업 변화로 인해 선박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 산업은 대표적인 단일제품 생

산방식을 취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블록 분할, 조립 

공정 등의 순차적인 생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Jeong,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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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shipbuilding is single-product production with limited resources, production management technology 
is essential to manage the resources effectively and maximize the productivity of ship-process. Therefore, many 
shipbuilding companies are conducting research on ship production plan and process considering various constraints 
in the field by applying modeling and simul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ovide accurate production plan 
on sudden schedule and process changes, and to understand the interconnectivity between the processes that produce 
blocks in existing research.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production planning and field 
planning because detailed processes and quantity of blocks can not be considered. In this research, we propose 
the integrated process-based modeling method considering process-operation sequences, BOM(Bill of materials) 
and resource constraints of all the scheduled blocks in the indoor system. Through the integrated process-based 
model, it is easy for the user to grasp the assembly relationship, workspace and preliminary relationship of 
assembly process between the blocks in indoor system. Also,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overall production plan 
that maximizes resource efficiency without the separate simulation and resource modeling procedures because 
resource balancing that considers the amount of resource quantity shared in the indoor system is carried out.

Key words : Process-based modeling, Large assembly block system, Process integration, Resource balancing, 

Petri-nets 

요   약

조선업은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single-product production방식이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선박 공정의 생산성

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생산관리기술이 중요하다. 때문에 많은 조선사에서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적용함으로써 현장 내 

다양한 제약 조건이 고려된 선박 생산계획 및 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갑작스런 일정 및 

공정변경 시 정확한 생산계획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블록을 생산하는 각 공정 간의 상호연관성 파악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블록의 세부 공정 및 일량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산계획과 현장계획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내업공정 내 스케줄 된 전체 블록의 공정작업 순서 및 설계정보, 그리고 자원 제약을 고려하는 모델링 방법인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통해 사용자는 내업공정 내 블록 간의 조립관계, 정반정보 및 

조립공정의 선후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조선 내업공정에서 공유하는 리소스의 일량을 고려하여 부하 평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뮬레이션 및 리소스의 모델링 절차 없이 리소스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체 생산계획을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프로세스 기반 모델링, 대조립 블록 시스템, 프로세스 통합, 리소스 밸런싱, 페트리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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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2018). 하나의 선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

력과 생산비용, 시간, 제품 등이 소요되며, 한정된 작업장

(대/중/소조립 공장, 정반, 적치장), 장비(용접기, 크레인), 

인력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다. 자원 제약의 효율적인 사

용을 위해서는 작업장과 장비 등과 같은 경제적 · 물리

적 자원 제약을 고려해야만 하며(Baek, et el., 2017), 생

산비를 절감하여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선박건조기술은 필수적이다(Kim, et el., 2001). 이에 많

은 조선소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과 IoT(Internet of Things), CPS(Cyber 

Physical System) 등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선 생산관

리 기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et el., 2017; 

Jeong, et el., 2017).

일반적으로 조선 생산관리 기술이란 효율적인 자원 관

리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선박 생산의 생산성을 극대

화 시키는 관리 기술을 의미하며, 선박의 공정 계획과 

현장 계획의 수행일치 여부에 따라 기술의 핵심 역량이 

결정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소에서는 도크의 블록 

탑재 일정을 기준으로 Backward schedule과 Forward 

schedule을 통해 선박 생산의 부하평준화를 시키고 있으

며, 이를 토대로 공정과 현장 계획을 일치시키는 연구들

을 수행하고 있다(Lee, et el., 2013). 그러나 급작스런 공

정 계획 변경, 정반의 작업량 과부하, 자원의 불균형 등으

로 인해 생산 현장의 제약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고 있으며, 공정 계획과 현장 계획의 불일치로 인해 선

박 생산 지연, 추가 장비 사용, 생산 비용 초과와 같은 문

제들을 발생 시켰다(Lee, et el., 2007).

이에 선박 생산 시 변경된 생산 일정 및 자원을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에 필요한 공정, 일정 및 자

원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생산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립 공장에서 사용되는 

정반, 장비와 같은 자원들과 생산 공정 및 일정 계획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선박 생산을 설계하는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제시한다.

2. 관련 연구

조선업에서는 이상 상황에 따른 생산 계획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생산 계획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정, 공장 별 부하를 고려한 생산 계

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의 다양한 물리적 제약 

조건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 계획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기 지연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때문에 조선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박 건조 공정의 다양한 제약 조건과 Block의 WBS 

(Work Breakdown Structure)를 고려하여 선박 생산 계

획을 검증하는 용도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odeling & 

Simulation; M&S)을 활용하고 있다(Cha, et el., 2008; 

Woo, et el., 2014).

Woo의 연구에서는 선박 건조 공정 중 내업 공정을 대

상으로 모듈 개념의 M&S 방법을 제안하였으며(Woo, et 

el., 2005), 최적의 Block의 조립 순서 및 생산 계획을 위

해 휴리스틱 알고리즘과 CBR을 이용한 생산 시스템을 

연구하였다(Sheen and Seo, 2017; Sheen and Kim, 

2007). 그러나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방

법으로는 복잡한 조선소의 설비 및 공정 계획을 표현하

는데 한계가 있었다. Han은 M&S를 기반으로 한 IDEF0 

(Integration Definition for Function Modeling) 방법론

을 이용하여 조선 패널 블록 조립라인을 계층적으로 모

델링하였으며, 생산성과 작업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일정 

계획을 얻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Han, et el., 

2008). 하지만 제한된 요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 

문제들이 반영된 일정 계획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으며, 패널 블록 조립라인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 조선

소의 전체 공정으로 확장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Lee의 연구에서 조선소 생산 정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

고, 공정을 중심으로 조선소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인 PCM(Process-Centric Modeling)을 연구하였다 

(Lee, et el., 2014). Lee의 연구에서는 조선소의 생산 관

리 체계가 공정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소의 생산 환경을 고려한 공정 중심 모델링 방법론이 적

합하다고 주장하지만, 시뮬레이션을 수행보다 모델을 구

축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박 공정의 생산 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

점을 나타내었다(Song, 2013; Lee, et el., 2014). 이에, 

Jeong(2016)과 Baek(2017)에서는 선박 생산 계획의 문

제 및 새로운 일정 계획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정 중심의 

모델링 방법인 PCM과 APCM(Advanced Process-centric 

Modeling)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타 정반의 블록 작업의 일정 변경 시, 내업 공장

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들의 순서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자

원 제약을 고려하여 상호 연관 관계를 가진 공정 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들과 

더불어 대조립 내업 공장을 대상으로 블록 생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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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 제약을 고려하여 블록의 부하 평준화를 진행하

였으며, 현장의 생산 일정 변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조

립 정반, 블록 설계, 생산 공정 및 일정이 결합된 통한 프

로세스 기반 모델 설계 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 3장에서 용어 정의와 워크플로우

(Workflow) 및 페트리네트(Petri-net)의 모델링 요소를 

살펴본다. 그 후,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 

단계의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설계 방법을 제안하고, 

제 5장에서는 페트리네트 툴을 이용하여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결론과 추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3. 용어 정의 및 모델링 요소

3.1 조선 생산 공정 정의

조선 생산 공정에서 강재 조립은 크게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공정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중 대조립 공정에서는 

1차 조립을 마친 중조립 블록에 조립 작업을 한 번 더 거

쳐 도크에 탑재 되는 크기로 블록을 조립하는 작업이 이

루어진다. 대조립 공장에서 조립되는 평 블록과 곡 블록

의 공정은 Fig. 1과 같으며, 각 공정의 상세 설명은 

Table. 1에서 설명한다. 평 블록과 곡 블록 공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곡가공의 유무이다. 곡가공은 선박의 건조 

과정에서 일정한 각도로 휘어진 부재들을 용접기로 가공

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블록의 종류에 따

라 사용되는 리소스를 구분한다. 평 블록 공정에서는 일

반 용접기를, 곡 블록 공정에서는 디지털 용접기를 사용

하는 것을 가정한다. 또한 모든 세부공정을 반영하기에는 

복잡도가 크고, 공정의 표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Fig. 

1의 음영표시가 된 공정과 같이 직접적인 비용 계산이 가

능한 공정만을 고려한다. 

(a) Panel Block

(b) Curved Block

Fig. 1. Production process of the BLKs

No. Process Description

1
Main Plate

(주판)
Machining a steel plate according to 
the design drawing 

2
Tact Welding

(판접)
Setting the main plate to the accurate 
position in work space

3
Markin
g(마킹)

Marking certain positions to be 
partially welded before Fit-up

4
Fit-up
(취부)

Partially welding to fix a BLK in 
work place 

5
Welding
(용접)

Bonding materials with heat or 
pressure

6
Bending
(곡가공)

Processing materials which shape is 
bent at a certain angle 

7
Grinding

(사상)
Finishing process after welding such 
as grinder work

8
Inspection

(검사)
Verifying compliance with the various 
agreed provisions 

9
Release
(반출)

Carrying the ship to the shipowner on 
a specific date

Table 1.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for the
shipbuilding

3.2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용

어들은 다음과 같다.

3.2.1 단위 모델(Unit Model)

대조립 공장 내 특정 정반에서 조립되는 블록의 단위 

공정 정보와 리소스 정보가 결합된 모델이다.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명세한 자료구조인 BOM 

(Bill of Materials; BOM)정보, 스케줄 및 세부공정 정보 

그리고 리소스 정보를 포함한다.

3.2.2 프로세스 기반 모델(Process-based Model)

각 단위모델이 포함하는 단위 공정정보를 해당 블록의 

제조 공정절차에 따라 순서별로 맞추어 표현한 모델이다. 

이때, 블록에 사용하는 리소스의 종류에 따라 표준 단위 

공정정보가 달라지며, BOM정보를 AND-split, AND-join

과 같은 모델링 요소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3.2.3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Integrated Process- 

based Model)

블록의 스케줄 정보에 따른 각 정반 내 블록 공정의 전

후 관계 (Precedence relations), 정반(Work space)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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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프로세스 기반 모델에 반영시킨 통합 모델이다. 시뮬

레이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3.3 워크플로우 모델링 (Workflow modeling)
워크플로우는 생산 및 정보처리 분야에서 작업 흐름을 

도식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으로, Fig. 2와 같

이 특정 프로세스의 흐름패턴을 표현할 수 있다. Fig. 2의 

(a)Sequential operation은 제약조건 없이 하나의 프로세

스의 직렬 흐름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두 개 이상

의 프로세스가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b)Parallel 

operation을, 특정 프로세스의 선택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c)Choice operation을 사용한다. (d)Synchronized operation

은 선행 공정이 모두 완료되었을 시에만 후행 공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e)Join/merge operation은 여러 선행공

정 중 하나의 공정만 완료되면 후행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Kim, et el., 2004).

Fig. 2. Workflow modeling patterns

3.4 Timed Petri-net (TPN)
본 논문에서는 대조립 블록의 세부 공정 시간을 모델

링하기 위하여 워크플로우 모델링을 시간형 페트리네트

로 확장하였다. 페트리네트는 워크플로우 프로세스를 모

델링하고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법으로, 병렬적인 

변화와 동기화된 행위를 가지는 시스템을 모델화하고 분

석하는 도구로서 사용 된다(Han and Kim, 2002). 기본 

페트리네트는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페트리네트는 

시간적인 정보를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형 페트

리네트가 개발되었다(Han, et el., 2008). 시간형 페트리

네트는 TPN=(M, D)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M은 아

래 정의한 페트리네트(PN)를, D는 시간으로,   
로 표현된다. 

     
    유한집합의
     유한집합의 

 ⊆ ××→  에서로의연결집합
⊆ ××→  에서로의연결집합
  →   초기
∩ ∅

Fig. 3. Timed Petri-net of work flow primitives

페트리네트 모델링 요소를 이용하여 워크플로우의 모

델링 패턴을 표현할 수 있으며, Fig. 3과 같다. 두 개 이상

의 프로세스가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b)Parallel operation

의 경우, 하나의 transition으로부터 다수의 place로 토큰

이 분기되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로서, (d)Synchronized 

operation은 선행하는 place의 토큰이 모두 넘어와야 다

음 transition에서 점화가 일어나 후행 공정을 진행하게 

한다. (c)Choice operation은 하나의 place로부터 다수의 

transition이 분기되어 후행공정이 비동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e)Join/merge operation은 여러 선행공

정 중 하나의 transition만 점화되어도 후행 공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  

4.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링 방법은 Fig. 4의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첫 째, 통합하고자 하는 블록의 

정보를 각 블록의 설계정보에 요구되는 공정정보를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통합한 형태의 자료구조인 통합데이터

로부터 검색하여 워크플로우(Workflow)모델을 생성한다. 

Fig. 4. Concept of the Integrated Process-base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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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단위모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워크플로우 

모델과 매핑시켜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생성한다. 셋 째, 

제약사항(정반, 스케줄)을 반영시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생성 한다. 이후 블록과 리소스의 일량을 고려한 

리소스 밸런싱을 진행하여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에 

작업일정 변경 사항을 반영시킨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델링 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하

기 위해 I사에서 제공한 대조립 블록 TT1 정보를 이용하

였다. 입력 값으로 대조립 블록 TT1의 BOM정보(Fig. 5)

와 공정(Activity)정보의 통합 데이터, 조선소 각 정반

(Work space) 별 블록의 스케줄 정보를 사용하였다. 또

한 I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작업 지시 정보를 바탕으

로 물량, 스케줄, 정반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자

원(일반 용접기, 디지털 용접기) 별 1일 일량 및 비용 정

보는 Table. 2와 같이 가정한다.  

Fig. 5. Bill of materials(BOM) of BLK TT1

4.1 대조립 블록의 단위모델 설계
단위모델은 Fig. 6과 같이 블록의 리소스 모델과 단위 

공정 모델로 구성되는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기본

단위이다. 리소스 모델은 해당 블록공정에 사용되는 자원

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단위 공정 모델은 세부 공정에 

요구되는 activity코드 정보와 공수 정보를 포함한다. 

단위모델은 통합 데이터로부터 Fig. 6 테이블 형태의 

자료구조로 재구성할 수 있다. 단위모델 테이블의 각 행

은 하나의 단위모델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블록의 이름

(BLK name), 물량 정보(Quantity)로 구성된다. 블록의 

스케줄 정보, BOM의 상위 설계정보(Upper level BLK), 

정반 정보는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통합하기 위한 제약 

조건으로써 포함시킨다. 여기서 스케줄 정보는 Start time

과 Finish time의 날짜 형태로 표현하고, 이후 리소스 허

용치 계산을 위해 두 기간의 차로 제조기간(Duration)을 

계산한다. 선행 송선(From), 후행 송선(To)은 해당 블록

의 공정이 마친 후의 이동 activity를 나타낸다. 두 송선 

코드가 불일치할 시, 크레인을 사용하여 블록을 이동시키

는 공정이 요구된다. 리소스 속성 값(Attribute)은 단위 

공정모델에 사용되는 리소스 종류를 인덱스 값으로 나타

낸 것이다. Attribute가 1이면 일반 용접기를, 2이면 디지

털 용접기를 의미한다. 

Fig. 6. Structure of the unit models

4.2 워크플로우 모델을 이용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설계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볼 때, BOM에서 상위 레벨 부

품과 연결된 아크(Arc)는 하위 레벨 부품의 생산 공정과 

조립을 의미한다. Fig. 7(a)의 블록 TT3은 7개의 하위 레

벨 블록들의 생산 후,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블록이다. 즉, 

워크플로우에서 하위 레벨 블록들의 생산 공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다음 TT3의 조립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 워크

플로우의 AND-Split, AND-Join 관계를 갖는다. Fig. 7(b)

는 블록 TT3의 BOM을 워크플로우로 변환한 것이며, 여

기서 P_GR5B는 블록 GR5B의 제조 공정을 의미한다.

 

  (a) BOM of BLK TT3  (b) Workflow of BLK TT3

Fig. 7. Conversion BOM into Workflow

워크플로우의 각 프로세스는 단위모델의 단위 공정 모

델을 의미하며, BOM을 워크플로우로 변환 후 단위 공정 

모델과의 매핑을 통해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이후 단위 모델의 정반 및 스케줄 정보를 반영시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생성 한다(Fig. 8).

4.3 리소스를 고려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부하 

평준화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부하 평준화는 Fig. 9의 과

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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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cedure of integrated process-based modeling 

Fig. 9. Flow chart of resource balancing 

영향을 미치는 Critical path activities(CPA)를 파악한다.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의 CPA는 BOM정보를 제약사

항으로 갖는 일련의 블록 공정이다. 예를 들어 Fig. 12의 

대조립 블록 TT1의 경우, 굵은 선으로 강조되어 있는 

GR6B, GR5B, TT3, SS1A 등의 블록공정이 대조립 블

록 TT1의 BOM에 포함된 블록이면서 선행되어야 하는 

CPA이다.

Table. 2의 리소스 별 처리 물량 정보를 이용하여 일별 

리소스의 사용량(Resource Usage; RU)과 허용치(Resource 

Allowance; RA)를 계산한다. 이 때, 같은 기간과 정반에 

스케줄 된 블록은 물량 계산의 용이성을 위하여 블록의 

종류에 따라 하나로 합쳤으며, 대조립 블록 TT1에 대한 

물량 정보 및 작업시간, 블록의 스케줄 변경에 대한 1일 

비용(Daily crashing cost)은 Table. 3과 같다. Daily 

crashing cost는 블록의 밸런싱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사

용한다. 일별 리소스 사용량(RU)은 해당 블록의 전체 물

량을 스케줄 기간(Duration)으로 나눈 1일 블록의 물량 

값을 1일 리소스 물량으로 나눈 값으로, 식(1)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일별 리소스 허용치(RA)는 정반 전체에서 

공유하는 리소스 개수에서 일별 리소스 사용량을 차감한 

값이다. Table. 2의 자원 별 리소스 수량에서 앞서 구한 

RU를 뺀 값으로, 식(2)로 표현한다. Fig.10는 대조립 블

록 TT1 전체 블록의 리소스 허용치를 계산한 것이다.

Resource type
Cost 
per 
unit

Quantity 
per unit

Total 
number 

Total available 
quantity 
per day 

Welding 
Machine

General 500 200 10 2000

Digital 1000 300 6 1800

Table 2. Quantity information by resource types

     
 ′

(1)

                   

이후 Table. 3의 Daily crashing cost값이 작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밸런싱을 진행한다. 여기서, 블록의 밸

런싱은 아래와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밸런싱은 해당 기간에 리소스의 여유 물량이 존재

할 시에만 진행한다.

∙ 식(3)의 밸런싱으로 블록의 일량이 초과하는 경우, 

블록의 우측 상단부터 차감한다. 

∙ 특정 BLK이 BOM에 따라 바로 조립되지 않을 시

에는 정반을 차지하는 날짜에 대한 간접비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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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각 정반 당$75/day).

∙ 식(3)으로 블록의 작업 기간(duration)을 줄이지 못

할 시에는 밸런싱을 진행하지 않는다. 

BLK Quantity Duration
(Days)

Daily crashing 
cost($/day) 

TT1 25769.95 17 100

SS1A 8546.67 14 80

AB12 16969.88 15 -

TT3, GR6C, 
GR5A 4156.3 4 60

GR5B, TT5 1600.22 3 50

GR6B, BX1A, 
GR6A, TT5 3066.05 6 30

FR45C~49C, 
FR39C, 

FR41C~44C, 
FR51B, FR54B

3850.14 6 25

FR50~FR55C 4479.37 7 20

Table 3. Activity data of the BLK TT1 

리소스 허용치를 고려한 각 블록의 밸런싱 된 스케줄 

기간(Balanced Duration; BD)에 대한 계산은 식(3)으로 

표현된다. CPA 상의 모든 BLK에 대해 밸런싱 된 후, 리

소스 허용치가 초과된 BLK 물량을 기존 스케줄 된 기간 

앞뒤의 여유 물량이 존재하는 곳에 채운다. Fig. 10은 대조

립 블록 TT1에 대한 부하평준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

BLK Crashing 
days 

Daily crashing 
cost($/day)

Crashing 
cost

TT1 3 100 300

SS1A 6 80 480

TT3, GR6C, 
GR5A 0 60 0

GR5B, TT5 0 50 0

GR6B, BX1A, 
GR6A, TT5 1 30 30

FR45C~49C, 
FR39C, 

FR41C~44C, 
FR51B, FR54B

3 25 75

FR50~FR55C 3 20 60

Total 16 365 945

Table 4. Results of resource balancing  

Table. 4는 대조립 블록 TT1 공정 전체 스케줄에 대한 

부하 평준화를 진행한 결과에 대한 비용 및 수정된 스케

줄 정보이다. Fig.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945의 비

용으로 기존 Fig. 10에서 44일이 소요되던 전체 프로젝

트 기간을 34일로 총 10일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Fig.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록FR45C~49C, 

FR39C, etc와 블록TT3, GR6C, GR5A에서 조립 지연으

로 인해 발생하는 정반에 대한 간접 비용 $225(3일 

*$75)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하나의 대조립 공장에서 

생성될 수 있는 대조립 블록으로 확장하면, 대조립 공장 

수(a) x 대조립 블록 수(b) x 비용(c)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Jeon, 2015) 논문의 A 조선소를 예로 들면, a = 1

공장, b = 25EA, c = $225 이면, 5 x 25 x $225 = 

$5,625이 절감될 수 있으며, 조선소 전체 대조립 공장으

로 확대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여

겨진다.

5. Timed Petri net을 이용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 구현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C#)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스템에서 사용한 블록의 통합 데이터는 MySQL에 데

이터베이스화 되어있으며, 프로그램의 수행절차는 다음

과 같다(Fig. 12).

① 통합 데이터 검색 : 대조립 블록, 스케줄 기간 등 

통합하고자 하는 블록의 기준 조건을 선택하고, 통

합 데이터 DB에서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불러와 상단의 프로그램 상단에 생성한다. 

② 단위모델 데이터 생성 : Unit Module Modeling 버

튼을 클릭 시 시스템 상에 불러온 통합 데이터를 

재구성하여 테이블 형태의 단위모델 데이터로 반환

한다. 단위모델 데이터는 프로그램 하단에 생성되

며, 데이터 형태는 Fig. 6과 같다.  

③ 부하평준화 : Integrated Process Model Creation 

버튼을 클릭 시 단위모델 데이터의 일량 정보를 기

반으로 부하평준화 알고리즘을 수행 후, 블록의 일

정계획 변경사항을 단위모델 데이터에 반영시킨다.

④ 페트리네트 시뮬레이션 툴 실행 : Simulation 버튼

을 클릭 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XML파일

로 재구성 후, 페트리네트 시뮬레이션 툴 QPnet 상

에 표현한다. 



정은선･정동수 ･서윤호

114 한국시뮬레이션학회 논문지

Fig. 11. Result of resource balancing (BLK　TT1)

Fig. 10. Calculation of resource allowance (BLK　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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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현된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링 시스템

은 최종적으로 조선 내업공정 전체에서 공유하는 리소스

의 부하를 평준화 시킨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페트

리네트로 도출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리소스의 효율을 최

대로 하는 내업공정 전체 일정 계획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체 블록 프로세스의 조립관계, 작업의 선후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Fig. 12. User interface for integrated process-based modeling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조선 내업공정 전체 일정계획을 검증하

기 위한 모델링 방법을 프로세스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기존 블록의 조립 단계 중심의 모델링 방법의 한계를 개

선하여 자원제약을 고려한 부하 평준화 알고리즘과 블록 

공정의 작업 순서 중심의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를 통해 사용자는 조선소 전체 내업공정 내 블록 간의 조

립 관계, 각 블록이 작업되는 정반과 작업의 선후관계를 

한 번에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부하 평준화 알고리즘을 

거친 모델링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리소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최소 비용으로 리소스

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체 블록의 일정계획을 얻

을 수 있다.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링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XML기반의 페트리네트 툴인 QPnet을 이

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MySQL과 프로그래밍 언어(C#)

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링 방법을 통해 조선소 내업

공정 일정계획을 관리하는데 리소스 투자비용의 절감과 

생산성 확보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연

구에서는 통합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토대로 워크플로우-

페트리네트 모델간의 매핑관계와 페트리네트 등의 시뮬

레이션 툴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조선소의 통합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위 작업 공정 및 자원의 표준화 연구와 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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