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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equests for accurate process planning using simulation have been increasing in many engi-

neering fields including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many application systems for simulation have been

developed. It is difficult, however, for a user to reuse the developed systems, because simulation models in

the system are defined by its own method. In addition, the simulation model should be modified when-

ever a simulation sequence, which is called simulation scenario, is changed. Therefore, in this study, an

elementary simulation object is proposed to modularize a simulation model. And the management scheme

of simulation scenario is proposed to manage the scenario outside of the simulation models. Also, a simu-

lation template is proposed to increase the development efficiency. To verify the efficiency of the pro-

posed methods, application examples for shipbuilding process planning are implemented.

Key Words : Modeling and simulation, Elementary simulation object, Simulation model modularization,

Scenario management scheme, Block erection simulation, Block turn-ov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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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조선소에서는 해양 구조물의 상부(topside) 블록 탑

재 시 장비 또는 선행 탑재된 블록의 복잡성으로 인해

간섭(interference)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Fig. 1(a)

참조). 이와 같은 간섭에 대해 현재는 현장에서의 사

후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작업에

따른 자재 및 인력의 추가 투입, 후행 작업 증가로 인

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블록 turn-

over(편의상 뒤집어서 만들었던 블록을 탑재 시 원래

상태로 뒤집는 것) 작업 시 와이어(wire)와 블록을 연

결하는 러그(lug)에 작용하는 반력이 허용 반력을 초

과하거나 와이어와 블록 사이의 각도가 허용 각도를

벗어날 경우, 러그가 파손되어 블록이 전복되는 큰 사

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Fig. 1(b) 참조). 만약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간섭 문제 및 러그에 작용하는 반

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시간 및 비

용에서의 추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이하 ‘모델’이라고 함)과 이를 동작시키기 위한 시뮬

레이션 엔진이 필요하다. 매번 시뮬레이션을 개발할

때 마다 모델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모델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개발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모델

을 동작시키고자 하는 순서(시나리오)가 바뀔 때 마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내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

부에 정의된 파일로부터 시나리오를 입력 받을 수 있

다면 매번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를 수정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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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대

상의 공통 속성을 모아 만든 최소 단위의 모델인 “기

초 시뮬레이션 객체(elementary simulation object)”을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합하여 상위 모델을 구성

하는 방법을 통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모델을 “모듈화”하였다. 또한 모델 내부에 있던 시나

리오를 외부로 분리시킴으로써 시나리오가 바뀔 때마

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내부를 수정할 필요 없이 외부

에 정의된 시나리오를 바꾸는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

”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모듈화 및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에 입각하여 개발자로 하여금 보다 손쉽

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

구 현황으로 선행 연구되었던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및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링 방법과 그 한

계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3장에서는 모델의 재사용성

및 개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 시뮬레이션 모델의 모듈화

및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 그리고 시뮬레이션 템플릿

에 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조선 공정의

대표적인 예인 블록 탑재 및 블록 turn-over 시뮬레이

션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효용

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

후 연구 계획을 기술하였다.

2. 관련 연구 현황

2.1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Fig. 2는 본 저자들의 선행 연구로 개발된 시뮬레이

션 프레임워크와 이를 사용한 응용 시스템의 예를 보

여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일반적인 공장의 물류 시

뮬레이션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Praehofer의 연구[1-3]

가 있다.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3개의 요

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뮬레이션 커널(Fig. 2의 ①)은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진행 방법을 제공하

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모델과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이 혼합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커널을 개발하였다[4][5]. 기본 시뮬레이션 요소(Fig. 2

의 ②)는 시뮬레이션 커널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시

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과 모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시뮬레이션 요소(Fig. 2의 ③)는 역

학 모듈, 충돌 검사 모듈, 그래픽스 모듈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 세 모듈을 통합하는 통합 모듈

즉, DSG(Dynamics Scene Graph)를 개발하였다[6].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 및 블록 turn-

over 시뮬레이션 등의 응용 시스템(Fig. 2의 ④)을 개

발하였다[7].

2.2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은

DEVS[3]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하는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state)를 상태 변수

(state variable)로 정의하고, 외부 또는 내부 사건

(event)에 의해 상태를 변경하는 외부 천이 함수

(external transition function)와 내부 천이 함수

(internal transition function)를 정의하여 동작 원리를

기술한다. 상태가 변함에 따라 외부 사건을 출력하는

Fig. 1. (a) Examples of interference check  in  the block

erection process (b) Calculation of  wire tension in

the block turn-over process

Fig. 2. Configurations of simulation framework and the

application system proposed in the related stud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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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함수(output function)를 정의하여 상태의 변화를

외부에 알리게 된다. 차주환 등[7]의 연구에서 시뮬레

이션 프레임워크의 적용 예로 들었던 블록 탑재 시뮬

레이션의 모델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본 예제에서는 해상 크레인 모델 1기를 사용하므

로, 크레인 모델 하나를 Fig. 3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블록을 “들어 올리는(hoisting up)”

사건(Fig. 4의 ①), 일정 높이에 이르면 “멈추는(stop)”

사건(Fig. 4의 ②), “내려놓는(hoisting down)” 사건

(Fig. 4의 ③), 다시 “멈추는(stop)” 사건(Fig. 4의 ④)

등 시간 순서에 따른 일련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러

한 시나리오에 따라 동작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

들기 위해서 크레인 모델의 상태 변수(state variable)

를 들어 올리는 상태(“hoisting up” state), 멈춤 상태

(“stop” state), 그리고, 내려놓는 상태(“hoisting down”

state)로 정의하였다.

2.3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

의 한계점

예를 들어 블록을 들어 올린 다음 크레인이 일정

거리를 이동한 후 블록을 다시 내려놓는 것으로 시나리

오를 수정한다고 가정하자. 이를 위해서는 Fig. 5의

“stop” 사건 다음에 이동을 위해서 “move” 사건(Fig. 5

의 ①)과 “stop moving” 사건(Fig. 5의 ②)을 크레인 시

뮬레이션 내부에 추가해야 한다. 그리고 상태 변수에

“move” 상태(Fig. 5의 ③)와 “stop moving” 상태

(Fig. 5의 ④)도 추가해야 한다. 외부 사건과 상태 변

수가 추가됨에 따라 외부 천이 함수도 이에 맞게 수정

되어야 한다.

DEVS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

해 기본 기능을 원자 모델(atomic model)로 정의하고

원자 모델을 결합하여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결합

모델(coupled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기능에 적합하도록 상태 변수, 입력 사건, 출력 사건,

외부 천이 함수, 내부 천이 함수, 시간 진행 함수, 출

력 함수의 7가지 구성 요소를 재구성하여 원자 모델

을 만드는 것은 숙련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어려운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가 블록을 10 m를 들어 올리

는 것에서 1 5m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수정되었다고

가정하자. 내부 천이 함수에 <블록을 10 m 들어 올리

면 “Stop” 상태로 변경하라>는 동작 원리가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원

자 모델과 결합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상을 정리하면, 시뮬레이션 모델의 내부에 상태,

동작 원리, 그리고 시나리오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

우(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링 방법), 기

존 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동작

원리 및 상태 변수를 추가 및 삭제해야 하므로, 시뮬

레이션 모델의 재사용이 어렵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의 특성상 시나리오를 자주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모

델의 내부를 계속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

다. 또한 변경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재

컴파일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Fig. 3. Block erection simulation with Block 1 and one

floating crane.

Fig. 4. Scenario and state variables of the crane simulation

model.

Fig. 5. Insertion of a scenario and state variables inside

the crane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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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모델의 모듈화 및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

본 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기본 시뮬레

이션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모델의 재사용

성을 높이고 시나리오의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 모

델의 수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Fig. 6의 ①)와 이를 활

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모듈화 방안(Fig. 6의 ②),

모델 외부로 시나리오를 분리시키는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Fig. 6의 ③), 그리고 개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템플릿(Fig. 6의 ④)에 관하여 설명

한다.

3.1 모듈화를 위한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

모듈화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elementary simulation object, Fig. 6의 ①)을

제안한다.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는 여러 시뮬레이션

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즉 최소한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다. 기초 시뮬레

이션 객체는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대상의 공통 속

성을 추출하여 상태를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기초 시

뮬레이션 객체는 DEVS 방법론에서 언급되는 원자 모

델에서 최소한의 독립된 기능에 해당하는 상태 변수

와 외부 천이 함수만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작

을 수행한 뒤에는 출력 함수를 통해 완료 사건

(“done” 사건)을 외부로 전달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

써 최소한의 독립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 모델을 손쉽

게 작성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 처리를 외부로 분리시

킴으로써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Fig. 4의 예제에 대

한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를 DEVS 방법론의 원자 모

델로 설명하면 Fig. 7과 같다.

3.2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의 조합을 통한 모듈화

시뮬레이션 모델을 모듈화 하는 방법(Fig. 6의 ②)

으로 3.1절에서 정의한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를 사용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할 때, 시뮬레이

션에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를 상위의 모델에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Fig. 8

참조). 그리고 모듈화된 시뮬레이션 모델은 유사한 시

뮬레이션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3.3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Fig. 6의 ③)은 모델의 내부

에 정의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외부로 분리시켜 시나

리오가 변경되면 모델의 외부에서 시나리오를 수정하

Fig. 6. Specification of basic simulation components

developed in this study.

Fig. 7. An example of elementary simulation object in Fig.

4 with respect to the atomic model of DEVS

formalism.

Fig. 8. A concept how to construct simulation model with

elementary simulation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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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에 따라 모델을 동작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사건을 전달해 주는 모델

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을 사건 실행기(event

executor)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건 실

행기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사건 생성기(event generator, Fig. 9의 ③): 외부

로부터 다음 사건을 실행하라는 사건(“fire next

event” 사건)이 들어오면 다음 시나리오를 전달받아

외부로 사건을 전달한다.

- 사건 변환기(event transducer, Fig. 9의 ④): 시뮬

레이션 모델로부터 완료 사건(“done” 사건)을 입력 받

아서 현재 전달된 사건이 모두 수행되었는지 판단 후

, 사건 생성기로 다음 사건을 실행하라는 사건(“fire

next event” 사건)을 전달한다.

- 시나리오 처리기(scenario manager, Fig. 9의 ②):

외부에 정의된 파일로부터 시나리오를 파싱(parsing)

하여 시나리오를 사건 생성기로 전달한다.

- 시나리오 파일(scenario file, Fig. 9의 ①) : 시나

리오가 정의된 파일을 나타낸다. 

3.4 개발자 인터페이스 모듈 – 시뮬레이션 템플릿

본 연구에서는 모델을 생성하였을 때, 자동으로 입

력과 출력을 연결해 주어 개발자로 하여금 보다 손쉽

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하여 개발자용 인터페이스 모듈의 하나로 시뮬레이션

템플릿(Fig. 6의 )을 제안한다. Fig. 10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뮬레이션 템플릿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TemplateSubModel(Fig. 10의 )은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가 추가 또는 삭제될 경우 자동으로 입력과 출력

을 연결 또는 삭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TemplateRootModel(Fig. 10의 )은 사건 실행기를 담

고 있는 모델로서, TemplateSubModel이 추가될 때,

자동으로 사건 생성기, 사건 처리기와 입출력을 연결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제안된 방법의 조선 공정 계획에

의 적용 예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수행한 블록 탑재와

블록 turn-over 시뮬레이션[7], 잠수함의 무장 발사 시

뮬레이션의 모델을 구성하는 부분에의 적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1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에의 적용

Fig. 3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본 예제의 블록 탑

재에는 해상 크레인 1기가 사용된다. 해상 크레인에

는 4개의 와이어가 존재하므로, 우선 와이어 기초 시

뮬레이션 객체를 정의한다. 와이어의 공통 속성을 찾

아보면 들어 올리는 상태(“hoist up” 상태), 내려놓는

상태(“hoist down” 상태), 멈춤 상태(“stop” 상태), 체

결 상태(“connect” 상태), 해체 상태(“disconnect” 상

태) 등 5개의 상태가 있다. 이러한 공통 속성이 와이

어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의 상태가 된다. 

동작은 외부의 사건에 의해서 수행되고, 수행한 뒤

에 완료 사건(“done” 사건)을 외부로 전달한다. 예를

들어, 와이어를 20m 들어 올리고 싶다면, 외부에서

20m를 들어 올리는 사건을 전달해주면 된다(Fig. 11

의 ①). 20m까지 들어 올린 후에는 종료 사건(“done”

사건)을 내보낸다(Fig. 11의 ②).

이제 4개의 와이어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가 들어있

는 해상 크레인 모델을 Fig. 12와 같이 정의한다. 다

음으로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사용하여 해상 크레인

모델을 넣어준다. 템플릿에서 자동으로 모델의 입력

과 출력을 연결시켜주었다(Fig. 13의 ①).

Fig. 9. An event executor and 4 components - event

generator, event transducer, scenario manager,

and scenario file.

Fig. 10. The architecture of simulation template to connect

in-port and out-port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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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동작 시킬 시나리오는 외부 파일에

정의한다(Fig. 13의 ②, Fig. 14).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해

상 크레인 모델의 모든 와이어를 10 m까지 들어 올린

뒤, 멈췄다가 모든 와이어를 5 m로 내리게 된다.

4.2 블록 turn-over 시뮬레이션에의 적용

블록 turn-over 시뮬레이션 역시 선행 연구[4][5]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4.1절의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사용

하여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블록 turn-

over 시뮬레이션 모델을 모델링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Fig. 15를 보면, 4.1절의 예제에서 크롤러 크레인

(crawler crane) 2기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롤

러 크레인은 하나의 와이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크롤

러 크레인 시뮬레이션 모델 내부에는 와이어 기초 시

뮬레이션 객체 1개를 넣어준다. 또한 시뮬레이션 중

크롤러 크레인은 이동하므로 이동(move) 기초 시뮬레

이션 객체도 추가한다. 다음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에

서 사용했던 시뮬레이션 템플릿(Fig. 13 참고)에 두 개

의 크롤러 크레인 모델을 추가해 준다(Fig. 16의 ①).

다음으로 외부에 정의되어 있던 시나리오 파일을

turn-over하는 과정에 맞게 수정해 준다(Fig. 16의 ②,

Fig. 11. State variables and external events of a wire

elementary simulation model.

Fig. 12. A floating crane simulation model with   four

wire elementary simulation models.

Fig. 13. Simulation models in the block erection

simulation.

Fig. 14. An example of a scenario file for block erection

simulation.

Fig. 15. The block turn-over simulation with Block1, one

floating crane, and two crawler cra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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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모듈화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모델의 재사용이 가능하였고, 기능 및 모델의 추가 또

는 삭제가 가능하였다. 또한 외부에 정의된 시나리오

파일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시나리오 변경이 가능하였다.

4.3 잠수함 무장 발사 시뮬레이션에의 적용

잠수함 무장 발사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발사관을

이탈한 어뢰가 유체력에 의해 어떻게 거동하는지 즉,

어뢰의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어뢰의 거동은

어뢰의 초기 속도 및 초기 추력, 그리고 발사관의 위

치에 영향을 받는다. 본 시뮬레이션에서의 어뢰 모델

은 발사되어 움직이는 기능만을 수행하면 되기 때문

에, 이동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만 가지면 된다. 이렇

게 구성된 어뢰 모델(torpedo simulation model)을 시

뮬레이션 템플릿에 추가한다(Fig. 18의 ①). 이러한 어

뢰 모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초 시뮬레이션 객

체를 조합할 경우 확장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시나리오 Fig. 19의 예는 10 m/s로 어뢰를 발사하는

예제이다. 외부에 정의된 시나리오를 바꿔가며 속도

별로 시뮬레이션 수행이 가능하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조선 공정 계획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모듈화 및 시나리오 처리 방법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그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블록 탑재 및 블

록 turn-over 시뮬레이션의 개발에 기초 시뮬레이션

객체를 사용한 모델의 모듈화 및 시나리오 처리 방법

론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템플릿을 활용하였다. 그 예

로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 모델을 재사용하고, 크롤러

Fig. 16. Simulation models in the block turn-over

simulation.

Fig. 17. An example of a scenario file for block turn-over

simulation.

Fig. 18. Simulation models in the torpedo launching

simulation.

Fig. 19. An example of a scenario file for block Turn-Ov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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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추가함으로써 블록 turn-

over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고, 외부에 정의된 시

나리오 파일을 변경하여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수행

할 수 있었다. 추후에는 시나리오 파일의 형식을 사용

자 편의를 고려한 형태로 정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

뮬레이션 프레임워크의 시뮬레이션 커널과 일반 시뮬

레이션 요소간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보다 손쉽게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a)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331)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b) 국방과학연구소 수중운동체기술특화센터 SM-

11과제 “수중 운동체의 체계/부체계 기능 및 성능 시

뮬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가상 복합 시스템

모델 구조 연구”

(c)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및 BK21 해

양기술인력양성사업단

(d) 한국연구재단(KRF-2009-0086033, R33-2008-

000-10150-0)

(e)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미

래형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 GET-Future 연구실

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의 일부임을 밝히

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Praehofer, H., System Theoretic Foundations for

Combined Discrete-Continuous System Simulation,

Ph.D. Thesis, Johannes Kepler University, Linz, Aus-

tria, 1991.

2. Praehofer, H., Sametinger, J. and Stritzinger, A.,

“Concepts and Architecture of a Simulation Frame-

work Based on the JavaBeans Component Model”,

Journal of Future Generation on Computer Systems,

Vol. 17, No. 5, pp. 539-559, 2001.

3. Zeigler, B.P., Praehofer, H. and Kim, T.G., Theory

of Modeling and Simulation, 2nd Edition, Academic

Press, 2000.

4. 방경운, “조선 공정 계획용 이산 사건과 이산 시간

혼합형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석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06.

5. 차주환, 노명일, 방경운, 이규열, “조선 공정 계획의

수립 완성도 향상을 위한 이산 사건 및 이산 시간

혼합형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 한국시뮬레이션학

회 논문지, Vol. 17, No. 4, pp. 71-80, 2008.

6. 차주환, 노명일, 이규열, “범용 동역학 모듈과 가시

화 모듈을 이용한 조선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 한

국CAD/CAM학회 논문집, Vol. 14, No. 2, pp.
69-76, 2009.

7. 차주환, 노명일, 조두연, 이규열, “이산 사건 및 이

산 시간 혼합형 시뮬레이션 커널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 블록 탑재 시뮬레이션”, 대한조선학회 논문

집, Vol. 46, No. 3, pp. 303-312, 2009Fig. 19.
An example of a scenario file for block Turn-

Over simulation.

차 주 환

2002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2004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2008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

2008년~2011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2011년~현재 목포대학교 해양시스템공

학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뮬

레이션 기반 설계, 다물체계 동

역학, CAD, 음함수 모델링

 

구 남 국

2004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2004년~현재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과 석박사통합과정

관심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자동

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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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명 일

1998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2000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2005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

2005년~2007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선임연구원

2007년~현재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

부 조교수

관심분야: 전산선박설계 및 생산, 시뮬

레이션 기반 설계 및 생산, 최적

설계, 해양 구조물 설계, CAD/
CAM/CAE, CAGD

이 규 열

1971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선공학

과 학사

1975년 독일 하노버 공과대학 조선공

학 석사(Dipl.-Ing.)

1982년 독일 하노버 공과대학 조선공

학 박사(Dr.-Ing.)

1975년~1983년 독일 하노버 공과대학

선박설계 및 이론연구소, 주정부

연구원

1983년~1994년 한국기계연구원  선박

해양공학연구센터, 선박설계, 생

산자동화 연구사업(CSDP)단장

1994년~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조

선해양공학과 교수

관심 분야: 선박 설계, 시뮬레이션, CAD,
CAGD, CALS

 

 

조 두 연

1997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학사

1999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석사

2005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박사

2005년~2007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연구원

2007년~현재 목포대학교 조선공학과 조

교수

관심분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뮬

레이션 기반 설계, CAD/CAG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