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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전세계 해양레저보트산업 시장은 약 80 조원 규

모로 마리나 산업과 더불어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의 마리나 시설 확충과 더불

어 레저관광 기반시설을 갖춘 다기능 복합항 개발

이 추진되고 있어 해양레저보트 잠재시장은 더욱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

히 레저낚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레저산업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레저낚시에 대한 

수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레저보트 시장에서 20ft 급 레저낚시

보트는 가장 대중적인 제품군이며 많은 수요가 기

대되는 선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

수산부에서는 선박의 안정성과 승객의 안락성이 

확보된 20ft 급 쌍동형 FDC(Fast displacement 

catamaran) 형태의 한국형 고속레저낚시보트 개발

Key Words: Product Configuration Model(제품구성모델), Work Breakdown Structure(작업분류체계), Production 

Cost Estimation(공수추정), Analytic Hierarchy Process(계층분석법) 

초록: 레저보트산업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최근 국내에서는 한국형 고속레저낚시보트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레저낚시보트의 대량생산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품구성모델 기

반의 건조공수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레저보트의 건조공정을 분석하고 범용 작업분류체계

를 적용하였으며, 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계층분석법 기반의 레저보트 건조공수 비례계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적선의 공수를 기반으로 비례계수를 이용한 개발선 후보들의 정량적인 공수추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실적선 공수 대비 17% 감소된 쌍동형 개발선을 최종 선정할 수 있었다. 이는 개발된 레저보트

의 설계가 실제 건조단계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양산가능수준의 제품임을 의미한다.   

Abstract: The leisure boat industry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high-value-added industry in the future. Recently, a 

study on Korean high-speed leisure boats for fishing was conducted. This study suggests a product configuration 

model-based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method for determining the type of leisure boat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as part of a research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The suggested estimation metho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isure boat process and generic YWBS can calculate quantitative and concrete data. By using this method, the cost of 

building the catamaran-type design ship can be reduced by 17 times, compared to that of the monohull-type mother ship. 

This implies that the final design of the Korean high-speed leisure boat for fishing will have a competitive price at the 

actual production stage.  

§ 이 논문은 2014 년도 대한기계학회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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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쌍동형 

레저보트의 대량생산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제품구성모델(PCM, Product 

configuration model) 기반의 레저낚시보트 건조공수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1.2 관련 연구 동향 

선박은 기본적으로 개발 리드타임이 1~2 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성격의 제품으로 하나의 시스

템으로서 관리된다. 전통적인 선박의 공수추정 기

법은 선박 시스템과 무게를 이용한 비용 모델을 사

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델을 PODAC(Product-

oriented design and cost model)이라 하며, 주로 미국 

등지에서 대형 함정의 공수 추정에 사용되었다. 이

러한 함정 공수 추정 기법은 국내에 들어와 3D 

CAD(Computer aided design)와 PDM(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을 고려한 PCM 기반의 함정 

건조공수 추정 연구로 확장되었다.
(1,2)

  

일반 상선의 경우 SWBS(Ship work breakdown 

structure)와 PWBS(Product work breakdown structure)

를 사용한 공수추정 방법이 연구된바 있다.
(3)
 

SWBS 와 PWBS 는 1980 년대 처음 개발된 이후 

선박의 건조공정을 관리하는 도구로서 일반화 되

어 있으나, 대형 선박의 기능과 제품 구조를 중심

으로 설계되어있어 본 논문의 대상인 소형 레저보

트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모와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WBS 자체를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노

력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저가의 제품인 소형 

레저보트의 공수추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4,5)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국내에

서는 레저보트의 특성을 고려한 G-YWBS(Generic 

yacht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세일링요트와 파워요트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정보관리 목적의 유연한 범용 

분류체계가 제안되었다.
(6,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함정의 PCM 과 G-YWBS 개념을 기반으로 레저보

트의 건조공수 추정을 위한 레저보트 PCM 을 정

의하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공수추정

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제품구성모델 

PCM 은 제품의 기본구조(Structure)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프로젝트 단위의 제품에서 

사용하는 제품정보 구조화 기법 중 하나이다. 최

근에는 3D 엔지니어링 CAD 모델의 중요성이 부

각되면서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제품의 특성, 

시스템 구조 및 기능 등을 정의할 수 있는 수단으

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PCM 개념은 제품

을 추상화하여 자유롭게 확장하고 변경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장점을 찾을 수 있으며, 레저보트 설계 

특성상 선종에 따른 기능적 유사성과 유사실적선

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신규 선박

을 개발할 경우 PCM 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PCM 의 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레저보트 기

본구조 선정과 설계가 요구되며, 본 논문에서는 

PCM 의 기본구조로서 앞서 개발된 레저보트의 G-

YWBS 를 적용하였다. G-YWBS 는 레저보트 건조

와 관련한 Project, Management, Activity, Object, 

Support Object 등 전수명주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

으며(Fig. 1), 레저보트의 PCM 에서는 제품과 생산

설비 정보를 구조화하고 있는 Object 와 Support 

Object 항목을 참조하였다.  

G-YWBS 는 기존 레저보트 실적선의 정보를 체

계화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표준건조정보를 정의하

고 새롭게 건조할 대상선박의 시스템 구성(선체건

조, 엔진, 의장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

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G-YWBS 기준의 레저

보트 정보는 구성모델로 개념화하여 레저보트의 

PCM 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정의된 레저보트 

PCM 은 제품의 기본구조(Structure)와 형상정보

(Configuration)로 나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자유롭

게 표현 가능하다(Fig. 2).  

PCM 을  이용한  정보표현  방법은  수주생산

(Engineering to order) 특성을 갖는 프로젝트 단위의 

제품에 매우 효과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즉, 고객

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체계적이

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레저보트의 PCM 개념은 일반적인 설계 

 

 

Fig. 1 G-YWBS as structure of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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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cept of product configuration model of leisure 
boats 

 

과정에 널리 사용되는 BOM(Bill of Materials) 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BOM 은 CAD 를 

이용한 설계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법으로 주로 제

품정보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PCM 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의 정보 관리를 목적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OM 정보와 제품의 형상

정보, 제품의 공정정보, 기술정보 등을 모두 표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쌍동형 레저보트 건조공수 추정 

3.1 건조공수 추정 개념 및 프로세스 

기존 레저보트의 건조공수 추정은 초기설계 데

이터를 바탕으로 기준선 대비 소요되는 자재의 무

게(Ton)당 소요되는 공수를 단순비교하여 추정하

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저

보트의 PCM 개념을 활용하여 선박의 배수량, 시

스템 단위의 중량, 추진마력, 의장, 기타설비 등에 

대한 선박 특성 및 시스템과 함께 레저보트 건조 

공정을 고려한 건조공수 추정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공정설계가 수행되는 시점인 

선박의 상세설계단계 이후 단계에서 세부적인 노

무공수를 추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건조공수 추정 프로세스는 Fig. 3 과 같

은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 가장 먼저 PCM 구성

을 위한 기준선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PCM 

모델을 구성한다. 구성된 기본 PCM 을 통해 손쉽

게 대안 모델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안 모

델의 공수인자와 건조공정에 따른 건조공수 추정

을 수행하는 순서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3 단계의 PCM 을 정의하였으며, 

이는 Level 1 시스템(System), Level 2 건조공정

(Process), Level 3 건조작업(Activity)의 구조로 구성

된다. 여기서 시스템은 실제 개발되는 레저보트 

프로젝트를 크게 선체(Hull), 의장품(Outfitting), 조

립품(Assembly) 파트로 구분한 개념이며, 건조공정

은 상위 시스템에 포함되는 선각구조물 공정, 추 

Table 1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factors of leisure 
boats 

Labor costs 
Labor man-hour, Work time, Work 

number 

Materials costs 
Materials cost, Processing cost, 

Transportation cost, Weight 

Equipment costs Eq. man-hour, Eq. rental fee 

Excluding costs 
Engineering cost, Marketing cost, 

Certification cost, etc. 
 

 

 

Fig. 3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process of the leisure 
boat 

 

진기 설치, 의장공정, 선체조립 등의 내용을 포함

한다. 마지막으로 건조작업은 실제 공수인자가 할

당되어 건조공수 추정에 사용되는 최하위 수준을 

의미한다. 

 

3.2 공수인자 산출 및 건조공정 분석 

건조공정의 주요 공수인자 분류는 다음 Table 1

과 같다. 이러한 공수인자 분류는 레저보트의 대

량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 장비임대비만을 고려하

고 있으며 일회성의 엔지니어링 비용, 마케팅 비

용, 선박인증 비용 등은 제외되어 있다. 모든 공수

인자는 설문조사를 수행한 업체의 평균 근무시간

인 1일 8.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다. 

이러한 공수인자는 건조작업별로 세분화되어 적

용되며 실제 투입되는 공수인자들은 각자의 중요

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중치 선정이 요

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량적인 가중치 선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법을 이

용하였으며, 이에 활용된 정보는 총 3 곳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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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제작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Fig. 4 는 선각구조물 시스템의 최하위요소인 건조

작업의 가중치 도출과정을 보이고 있다. 모든 PCM 

단계에 걸쳐 같은 형태의 가중치 산출을 수행하였으

며, 이렇게 얻어진 가중치는 실적선에 대한 공수(재

료비, 인건비 등 반영)를 기준공수로 정한 후, 기준

공수 대비 얻어지는 공수인자(Cost factor)와 함께 개

발선에 대한 건조공수 추정에 사용된다.  

 

3.3 쌍동형 레저보트 건조공수 추정 

본 절에서는 실적선의 PCM 정보를 활용하여 새

롭게 건조할 레저보트의 건조공수 추정을 수행한

다. 3.2절에서 정의한 건조공수 산출인자들의 가중

치를 바탕으로 실적선의 설계결과와 개발선의 기

본설계 결과를 각각 입력하여 개발선 대비 실적선

의 비율을 결정한다. 이를 건조공수 비례계수라 

하며, 이 비례계수는 실적선 투입공수 값을 기준

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레저보트의 건조공수를 추

정하는데 사용된다.  

Fig. 5와 Fig. 6은 동일한 공정을 통해 건조되는 레

저보트에 대한 건조공수 비례계수 추정결과 사례를 

 

 
Fig. 4 Sample of weight calculation using the AHP pair-

wise comparison 

 

Fig. 5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of mold manufacturing of the design ship 

 

 

Fig. 6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of systems manufacturing of the design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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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Fig. 5 는 레저보트 대량생산을 위한 

선체와 데크 몰드 제작과 관련한 건조공수 비례계

수 추정과정을 보이고 있으며, Fig. 6 은 개발 대상 

레저보트별 비례계수 추정과정을 나타낸다. 두 과

정 모두 가장 먼저 단동형 형태의 실적선의 공수인

자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쌍동형 개발선의 공

수를 도출하여 기준치를 결정한 후, 고속형 싱글엔

진, 고속형 트윈엔진, 개선공정을 적용한 고속형 싱

글엔진, 개선공정을 적용한 트윈엔진 레저보트의 

총 5 가지 개발형태에 대한 건조공수를 추정하여 

비례계수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실적

선과 개발선의 정보는 Fig. 7과 Fig. 8과 같다.  

 

 

Fig. 7 Mother ship data – monohull type 

 

 

Fig. 8 Design ship data – catamaran type 

Fig. 7 의 단동형 실적선 건조공수는 앞서 정의

한 1 공수 기준(8.5hr/day)에 의해 결정된 각 건조

작업에 따른 세부 공수이며 앞서 산출한 건조공수 

비례계수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초기건조(목형&

수지몰드 포함)에는 783 공이 산출되었으며, 양산

건조(몰드제작 단계 제외)에는 328 공이 산출되었

(Table 2).  

또한, 개발선에 대한 결과는 Table 2 와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개발선 FDC(싱글엔진, 트윈엔진)의 

건조공수는 실적선 대비 약 10.67% 증가한 363 

공이 계산되었으며 이는 개발선이 실적선 대비 상

대적으로 선체 단면적 증가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

른 작업량 변화로 인한 증가분이라 사료된다. 개

선공정을 적용한 FDC(싱글엔진, 트윈엔진)은 초기

건조시에는 공정개선 전보다 약 3.7% 증가한 

1,014 공, 1,001 공이 도출되었으나 양산건조시에는 

공정 개선 효과로 약 17.8% 감소된 308 공이 산

출되었다.  

 
Table 2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results of mother 

ships 

 
Mother ship 

Monohull Catamaran 

E
st
im
at
io
n
 
 

ra
ti
o
 

Single 

production 
- 1.1383 

Mass 

production 
- 1.0461 

S
h
ip
b
u
il
d
in
g
 

co
st
 

Single 

production 
783 891 

Mass 

production 
328 343 

 

 

Table 3 Shipbuilding cost estimation factors of leisure 
boats 

 

Design ship 

FDC 

(1eng.) 

FDC 

(2eng.) 

Process 

optimization 

FDC 

(1eng.) 

FDC 

(2eng.) 

E
st
im
at
io
n
 
 

ra
ti
o
 

Single 

production 
1.2481 1.2372 1.2953 1.2795 

Mass 

production 
1.1082 1.1074 0.9404 0.9397 

S
h
ip
b
u
il
d
in
g
 

co
st
 

Single 

production 
977 968 1,014 1,001 

Mass 

production 
363 363 308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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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 개선 작업이 초기건조 시에는 많은 

양의 공수투입 요구되는 반면 양산단계에서는 크

게 줄어든 공수가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엔진 설치에 따른 공수 차이는 전체 공수

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비하고, 오히려 개발선

에는 트윈엔진 탑재에 따른 선체의 중앙부 제작 

단계가 없어짐에 따라 전체 공수에서는 상호간에 

상쇄된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 고속레저낚시보트의 생산

성 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중 하나로서 레저보트의 

건조공수 추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함

정의 건조공수 추정에 사용되는 제품구성모델

(PCM)과 레저보트의 범용 작업분류체계(G-YWBS)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단동형 실적선의 건조공수

를 기준으로 쌍동형 개발선에 대한 건조공수를 추

정해 보았다. 양산건조를 기준으로 실적선 대비 

공수 증감량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선체 형상의 

변화에 따라 약 10% 내외의 공수가 증가함을 확

인하였고 엔진 유형, 공정 개선여부 등에 대한 효

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PCM 을 이용한 레저보트 건조공수 

추정법은 기존 선박 무게 기준의 단순비교 방법에 

비하여, 개발선의 공정과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실제 작업수준의 공수를 평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레저보트 업체의 특성상 별도의 공수추정 소프트

웨어나 고성능의 CAD 를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건조작업정보를 이용하여 공수를 추정

할 수 있는 PCM 기반의 방법은 매우 실효성이 

높은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

법은 유사 실적선의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건조공수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실적선 정보의 공용 데이터베이

스 구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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