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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1.1. 회사개요

• 설립 일자 : 2006년 11월 6일

• 대표이사 : 윤덕현, 김덕은

• 홈페이지 : http://www.saminis.comp

•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4번지 SH밸리 505호

• 주 생산품 : 정도관리시스템, 탑재시뮬레이션 시스템

• 직원수 : 18명(R&D 9명)

• 특허

- System for forecasting erection accuracy of fabricating blocks of ship, method and media thereof

- Measurement accuracy managing system of fabricating blocks of ship and computer readable recorded media



1.2. 당사 주요 고객리스트

-한국 : 현대중공업 외 8개사

-일본 : Sumitomo 외15개사

-중국 : CSSC, CSIC 그룹 외 75 개사

-싱가포르: Keppel 그룹

-베트남: Vinashin 그룹 소속2개사

-브라질 : EcoVIX 조선

전 세계 130여개 고객사!  동 기술분야 세계1위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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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개발배경



2.1. 해양플랜트 운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의 중요성

- 해양플랜트는 심해의 고압가스나 원유를 다루는 구조물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

- 해양플랜트 사고 발생 시 환경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됨.

- 해양플랜트 사고예방/사고발생 시 대처 요령의 교육은 매우 중요함.



2.2. 해양플랜트 운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현황

- OPITO(Offshore Petroleum Industry Training Organization ) 등과 같은 민간 국제기구에서

석유가스 및 해양작업 분야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준을 개발.

- 글로벌 메이저기업(BP, Shell, Chevron, Exxonmobil 등)들은 몇몇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함.

해양플랜트 작업자들은 이들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해양플랜트 작업자들은 이들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최근에는 Video나 e-Book을 통한 e-Learning도 실시하고 있음.



2.3. 3D 가상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훈련 시스템 개발 필요

- 기존 방법은 훈련 시설의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다양한 플랜트 환경을 모두 반영할 수 없음.

- 실제 플랜트에서 운영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위험도가 높음.

해양플랜트 운영자 교육에 3D 가상시뮬레이션 기법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가능함 !해양플랜트 운영자 교육에 3D 가상시뮬레이션 기법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가능함 !

해양플랜트의 설계 델을 이용하여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승선하게 될 환경을 그대로 재현함!

- 안전하고 경제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안전하 경제적인 훈련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 실제 승선하게 될 해양플랜트의 환경을 사전에 체험할 수 있음.



2.4. 관련 기술현황

• 플랜트에 대한 가상교육 시스템
체크리스트 위주의 교육 시스템

BP Virtual Training System

• 체크리스트 위주의 교육 시스템
• 사용자가 체크리스트 상의 체크 Point를 체크함
•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3D 가상공간을 업체에서 제작
•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소요됨.

• 3D Model 기반의 동적 컨텐츠 제작툴

Dassault 3D VIA

• 기계,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 많은 3D 컨텐츠 제작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음.
• 조선해양 플랜트 설계 CAD 호환성이 떨어짐.
• 모델 로딩 용량이 작음

• 3D 기반의 안전관리 교육 컨텐츠를 제공함.

NSL Online Training System 

• 다양한 종류의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있음.
• 사용시간(월 단위)에 따라 사용료 지불방식
• 디자이너들의 수작업으로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음.



3. 기술개발 목표 및 추진내용



3.1 개발목표

- 본 과제의 목표는 해양플랜트 작업자 훈련용 VR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 특히, 개발된 VR시스템은 해양플랜트 3차원 설계모델을 그대로 이용한다.

- 이로서, 작업자가 실제 승선하게 될 플랜트와 동일하게 구성된 가상공간을 그대로 체험해볼 수 있다.

해양플랜트의 생산작업자를 위한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Virtual RealityVirtual Reality



3.2 주요개발내용

- 해양플랜트 CAD 모델의 Direct Interface.

- Walk Through 기능 등을 이용한 가상공간의 탐색.

- 작업할 공간/코멘트를 미리 지정한 후 바로 가기로 찾아 갈 수 있음.

MOV

MOV MOV

MOV

- 움직이는 동선을 미리 저장한 후 이를 플레이 함.



3.3 과제수행 주요결과
계획

개발기술 진도율(%) 7 8 9 10 11 12 1 2 3

조선해양CAD시스템의 설계데이터 호환기술 개발 100

-기술개발현황
계획

실적

이 기종 CAD파일 호환기술 개발 90

설계데이터 경량화 및 압출기술 개발 100

설계모델 렌더링 기술 개발 100

절단면을 이용한 Sectioning 기술 개발 100

렌더링 모드 변경기술 개발 100

Walkthrough를 이용한 화면탐색기술 개발 70Walkthrough를 이용한 화면탐색기술 개발 70

Continuous Orbit 기술 개발 80

Camera 정보 저장/재현 기술 개발 0

Markup 생성/저장 기술 개발 0Markup 생성/저장 기술 개발 0

시나리오 관리기술 개발 0

-추진현황

추진항목 진도율(%)

조선소 미팅 총 4회 미팅완료

현장테스트 1회 현장테스트 완료

기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추진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해양플랜트 근무자 교육)에 협약기업으로 참여



3.4 현장 테스트 결과

날짜 장소 회의주제 참석인원

2013-07-29 조선소 과제범위 협의 및 일정공유 2

2013-08-13 조선소 기술개발항목 개발 방향 논의 6

2013-08-29 조선소 양사 개발자 전체 미팅 9

2013-10-22 조선소 1차 현장테스트 6



3.5 향후 일정

현장 테스트

시스템 수정보완 및 보고서 작성
현장 테스트

장 테

마크업 생성/관리 기술

시스템 수정보완 및 보고서 작성

시나리오 관리기술

시스템 통합

요구사항 도출

대용량 데이터 렌더링 가속기술 개발
카메라 정보 저장/재현 기술

마크업 생성/관리 기술

11                       12                        1                         2                       3        
2013 201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