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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mportant to analyze dimensional errors occurring during shipbuilding process. A ship is 

constructed by assembling blocks and installing outfits in assembled ship structure. Blocks and 

outfits have a main direction that has greater importance than other directions from the view 

point of dimensional error. Therefore, a main direction should have a greater weighting factor 

than other directions in order to achieve meaningful inspection results. In this paper, a modified 

point registration method based on iterative closest point (ICP) is proposed. In this method, a 

user determines one or two main directions among x, y, and z directions, and then each main 

direction is made to have a greater weighting factor than other directions. For points registra-

tion, mapping between measured points and design points are performed by the modified ICP in 

which weighting factor assigned to each main direction i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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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박은 선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      

누어 설계를 하고, 각 블록을 별개로 제작한 후 이        

를 조립하여 만들어진다. 블록은 일반적으로 단판     

을 가공하여 만든 소부재를 조립하여 만들어지     

고, Fig. 1과 같이 작은 블록에서 큰 블록을 제작        

해 가면서 선박을 건조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블록을 제작한 후, 설계 치수      

와 제작된 치수 간에 오차 체크를 통해 잘못 된 부         

분을 수정한다. 또한 블록들을 조립할 때 가상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조립 시 최소 제작 오       

차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판단한다. 블록 내/외      

부에 설치되는 의장품에 대해서도 같은 작업을 수      

행한다.

일반적으로 블록의 조립 및 의장품 설치 시, 오       

차 측정은 3차원 계측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미리      

지정된 블록의 주요 관리 포인트를 측정한 후 3차       

원 CAD 모델의 설계 포인트와 비교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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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측 포인트와 설계 포인트 간에 오차 분석을       

위해서는 두 포인트 집합을 정합(registration) 시켜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ICP(iterative closest    

point) 방법[1-4]을 이용한다. 그러나 기존의 ICP 방      

법에서는 x, y, z 방향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 대한 오차가 중요한 상황에서      

는 부적절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방향 별로 다        

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포인트를 정합하는 가중 포      

인트 정합 방법(weighted point registration method)     

을 제안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절에서는     

치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한 배경 지식과 관련 연       

구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계측 포인트와 설      

계 포인트 간의 오차 측정을 위한 기존 정합 방법        

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중 포인트 정합 방법       

에 대해 설명한다. 4절에서는 가중 포인트 정합 방       

법을 적용한 실험 및 검증 결과를 살펴보고, 5절       

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2.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블록의 조립 및 의장품 설치 시, 치수 오차 분석        

을 위해 3차원 계측기를 이용해 측정을 한다. 이       

때, 분석 시트 상에 미리 지정된 관리 포인트를 측        

정하며, 측정된 포인트(계측 포인트)를 3차원 CAD     

모델의 설계 포인트와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한다.

Fig. 2는 조선소에서 치수 오차 관리를 위해 사       

용하는 시트를 보여준다. 이 시트에는 주요 관리      

포인트에 대해, 계측 포인트와 설계 포인트의 오      

차를 x, y, z 방향에 대해 보여준다. 이 때, 계측 포          

인트는 계측기의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되기 때문     

에, 설계 포인트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설계 포인      

트와 정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합은 Fig. 3에서와 같이, 계측 포인트와 설계      

포인트 간의 거리 오차가 최소가 되는 위치와 방       

향을 찾는 것이다. 이 때, 설계 포인트 개수보다 더        

많은 점들이 계측되기 때문에, 계측 포인트들은 설      

계 포인트와 1대 1로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       

로 다른 포인트 개수에 대한 정합이 필요하다. 두       

개의 포인트 집합 간의 정합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Fig. 1 Assembling process of a ship

Fig. 2 Sheet used for checking dimensional errors

Fig. 3 Concept of point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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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ICP(iterative closest point) 방법[1-4]이 있     

다. 이 방법에서는 두 개의 포인트 집합 간에 오차        

가 최소가 되는 위치와 방향을 찾는다.

제조업에서는 제작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포인     

트 계측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제작 오차 및       

변형으로 인해 초기설계 대비 많은 오차를 보인      

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IDI(iterative displacement inspection) 방법[5-7]이 있    

다. Karganroudi et al.[8]은 제작품에 대한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스캐닝 데이터를 활용하는 GNIF(the     

generalized inspection fixture) 방법을 제안하였다.    

포인트 정합이 조선업에 적용되기 전에는 엑셀 등      

을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앞서 제      

안된 방법들을 이용해 계측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      

의 정합[9,10]에 이용하여 자동화된 분석이 가능해     

졌다. 

기존 방법에서는 정합 시, x, y, z 방향의 좌표값        

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는데, 이 경우 특정 방향이      

중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Fig. 4(a)의 러더(rudder)는 제       

작 오차 체크시에 곡량이 맞게 제작되었는지 평가      

를 한다. 이 때 상하 방향에 대한 오차는 무시된        

다. Fig. 4(b)는 블록이 정반 위에 놓여져 있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반 간격이 커서 두께가      

얇은 블록은 끝단 부분에서 처짐 현상이 크게 발       

생한다. 이러한 경우 처짐 방향에 대한 측정 데이       

터를 다른 방향과 동일한 가중치로 분석하면 블록      

이 틀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정확한 오차 평가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처짐 방향에 대해서는 오차      

를 무시하거나, 다른 방향에 비해 작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록을 탑재할 경우, 도      

크 내의 블록은 상하 방향은 축이 고정되어 있으       

므로 이 방향에 대한 오차는 무시해도 된다. Fig.       

4(c)는 드릴쉽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      

에는 많은 장비가 이동하기 위해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레일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장비가 구동되기     

위해 두 레일 사이의 간격 및 높이 방향 오차가 중         

요하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방법들을     

본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방향 별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정합 방법       

을 제안한다.

3. 가중 포인트 정합 방법

3.1 포인트 정합 방법

블록 제작 및 의장품 설치에 대한 치수 오차 분        

석을 위한 계측 포인트 좌표와 설계 포인트 좌표       Fig. 4 Block and out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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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표현된다. 계측 포인트      

는 측정기를 기준으로 좌표계가 표현되며, 설계 포      

인트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표     

현된다. Fig. 5는 실제 블록의 설계 포인트와 계측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서 설계 포인트      

는 97개이며, 45개의 위치에 대해 계측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오차 분석은 계측 포인트를 설계 포인트의 기준      

좌표계로 이동하여 두 포인트의 거리 차이를 계산      

한다. 이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ICP(iterative closest point) 방법[3-6]이다. 이는 두 개      

의 포인트 집합에서 집합 간의 오차가 최소가 되       

는 위치와 방향을 찾기 위해 설계 포인트와 계측       

포인트 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포인트 간 매핑       

쌍을 구성하여 변환 행렬을 계산한다. 변환 후에      

두 집합 간의 오차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동일       

한 과정을 반복한다. 이 때, 초기 정합 위치는 두        

포인트 집합 간의 중심점을 이용하는데, 초기 위      

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      

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포인트        

집합 간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계측 포인트의 초      

기 위치를 바꾸기 위해 x, y, z 축으로 일정량 회전         

을 시킨 집합들에 대해서 오차를 계산하다. 여기      

서 두 집합 간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것을 최종 결         

과로 이용한다.

두 집합 간의 포인트 변환은 식 (1)로 표현된다.

(1)

여기서, 은 이동 후의 포인트를 의미하고, ps      

는 이동 전의 포인트, 즉 설계 포인트와 매핑 될        

계측 포인트를 의미한다. 또한, 변수 s는 스케일      

링(scaling) 값으로써 측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스케일에 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값을 1로 부여한      

다. R은 회전 행렬로써 x, y, z 방향의 회전을 의         

미하고, T는 이동 행렬로써 x, y, z 방향의 이동        

변위를 의미한다.

모든 포인트에 대해, 이동 후의 포인트와 이와      

대응되는 포인트 pt의 차이, 즉, 식 (2)의 ϕ가 최소        

가 되는 회전 행렬 R과 이동 행렬 T를 찾는다. 

(2)

여기서 두 포인트 집합의 중심은 식 (3)과 (4)로 표        

현된다.

(3)

(4)

또한, pt, ps에 대한 공분산 행렬(cross-covariance     

matrix) 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5)

여기서,

(6)

이다. 최적 행렬은 식 (7)과 같이 계산한다. 여기서       

qr는 식 (6)의 최대 고유치이다.

(7)

Fig. 6은 계측 포인트를 설계 포인트로 정합 시       

킨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계측 포인트 45개가      

설계 포인트와 매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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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중 포인트 정합 방법

이번 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중 포인      

트 정합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방법에서는 각       

x, y, z 방향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식 (8)의 목적        

함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회전 행렬 및 이동 행        

렬을 계산한다.

    (8)

여기서, wx, wy , wz는 각 방향에 대한 가중치이다.        

그리고 식 (9)와 (10)을 계산한다.

(9)

(10)

여기서, ptc는 설계 포인트에서 설계 포인트 집합      

의 중심을 뺀 값이며, psc는 계측 포인트에서 계측       

포인트 집합의 중심을 뺀 값이다.

ptc와 psc에 가중치를 부여한 포인트를 식 (11)과      

(12)와 같이 정의하자.

(11)

(12)

이로부터 목적 함수 ϕ를 식 (1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3)

식 (3)~(7)에서 중심 값은 변화가 없으며, 회전      

행렬 R을 계산하기 위해 , 을 이용하면 가       

중치를 고려한 최적 변환 행렬을 식 (1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4)

특정 방향에 대해 더 정확한 정합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에 비해 큰 가중치를 부여하면      

되고, 만약에 무시하고 싶으면 0을 입력한다. 특히      

배를 건조할 때 레벨 관리가 중요한데, 레벨의 기       

준을 3차원 계측기(total station)의 중력 방향 축을      

이용한다. 이 때, 계측 포인트를 설계 포인트로 정       

합을 시킬 때 z 축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경우, wz 값에 0을 부여하면 된다.

4. 실험 및 검증

Fig. 7은 설계 포인트 4개와 계측 포인트 4개에       

대한 정합 결과를 보여준다. Fig. 7(a)는 x, y 방향        

의 가중치가 1인 기존의 방법이며, Fig. 7(b)와 (c)       

는 x 방향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행한 결과이다. 에       

러 값은 RMSE(root mean square error)이며, 동일      

한 가중치일 때 x 방향은 10.6의 값을 가졌으나, x        

방향이 y 방향에 비해 100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에는 9.8의 오차를 보인다. x 방향에 대해 가       

중치를 크게 부여하면, 전체 에러는 커지나 x 방       

향에 대한 오차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대조 블록에 대한 오차 분석을 보여준       

다. 블록은 놓여있는 정반의 조건이나, 끝단의 자      

유 처짐에 의해 z 값은 많은 오차를 가질 수 있         

다. z 방향 단차에 의한 오차는 후공정에서 비교       

적 쉽게 수정이 가능하여 선박 건조에 있어서 중       

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제 블록은 한쪽 코       

너 위치에서 보강재가 없어 상하 방향(z 방향)으      

로 처짐이 발생한 경우이다. 계측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를 정합할 때, 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수행      

하면 z 방향의 오차로 인해 x, y 방향에 대해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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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Fig. 8(a)는 동일 가        

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며, Fig. 8(b)와 (c)는      

z 축 오차에 대해 덜 작용하도록 x, y 방향에 가중         

치를 부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1       

에서 보여주고 있다. 가중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x,      

y 방향에 대한 오차는 줄어들고, z 축 오차는 커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는 z 축에 대한         

오차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값을 부여한       

Fig. 7 Points registration considering weighting factor 

Fig. 8 Point registrations for the test case 1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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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다. Fig. 8(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너 부       

분에서 z 축으로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z 축 가중치를 줄이         

고 정합을 수행해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블록이 전체적으로 기      

울어진 상태에서 정합이 되어 후 공정에 조립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게 갭이 발생 할 수 있다.

Fig. 9는 선박 러더(rudder)에 대한 제작 오차를      

분석한 예이다. 이는 곡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해 Fig. 9(a)와 같이 많은 3차원 포인트        

를 측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 포인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러더의 곡면이 설계      

포인트에 해당되며, 초기 정합 후 계측 포인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곡면 상의 포인트를 찾아서      

설계 포인트로 이용하다. 이 후 방법은 앞의 예와       

동일하다. 여기서 x, y 방향이 곡량을 나타내는 것       

으로 Table 2와 같이 x, y 방향에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가 오차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건조에 있어서 블록의 제작      

및 의장품 설치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포인트 정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박의 정도 관      

리는 주로 3차원 계측기를 이용해서 주요 관리 포       

인트를 측정한 후, 이를 설계 포인트와 비교해서      

진행된다. 선박은 자동차 및 전자 산업과 달리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을 수정하는 일이 일반적     

인 업무로 여겨진다. 오차 분석을 통해 수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논문에서 제      

시한 x, y, z 방향에 가중치를 부여한 방법을 이용        

하여 더 정확한 정합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는 해양플랜트의 건조 비중이 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선박보다 허용오차가 작고, 설치해야 하는 의      

장품의 종류도 많다. 따라서 본 연구 내용이 더 합        

리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가중치를 얼마로 주는 것이 각 대상에 대       

해서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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