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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4-1) LNG 플랜트 생애주기 규명 및 통합지식관리기술 개발 

(1-4-4) LNG 플랜트 해외사업 모델 및 위험관리기법 개발 

(1-4-3) 위험기반의 사업 및 공정관리기법 개발 

(1-4-2) 시나리오 기반의 사업계획 전문가시스템 개발 

 1-4 LNG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 개발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과제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 프로세스 

최적화 

생애주기 규명 및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개발 

-설계, 구매조달 및 시공단계 상세 업무 

  프로세스 개발 

-설계, 구매조달 및 시공단계 표준 업무 

  모듈 개발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LNG 플랜트 효율성 개선목표 달성 

Commissioning 

시나리오 기반의 

사업계획 전문가시스템 

- 생애주기(EPCC)비용 평가 모듈 

  및 평가 지침 개발 

수행단계별 

리스크관리 모듈 

수행단계별 

의사결정지원 모듈 

기획 및 타당성 

평가기술 확보 

건설사업관리 

기술 자립 - 설계단계 사업관리 매뉴얼 작성 

- 설계단계 의사결정지원 모듈 개발 

-설계단계 리스크요인 도출 및  

  중요도 평가 기법 개발  

- 설계단계 리스크관리 모듈 개발 

사업수행 리스크 

최소화 

1-4-2 1-4-1 

1-4-4 1-4-3 

1.1 과제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목적 

LNG 플랜트 핵심기반기술개발  

LNG 플랜트 생애주기 규명 및 통합지식관리기술 개발 

LNG 플랜트 생애주기 최적 업무프로세스 및 지식,정보관리기술 개발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LNG 플랜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통합 지식정보관리 기술을 개발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연구 범위 및 방법 

생애주기 규명 

프로세스 & 정보 통합 

업무 지침서 작성 

업무 프로세스 분석 

코딩 및 DB 모델링  

통합 정보/지식관리 
기술 개발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시운전 단계 

입출력 정보/지식분석 

업무분류체계 알고리즘 작성 

  LNG 플랜트 생애주기 규명 및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단계별 업무 지침서 및 업무 모듈 개발 

  LNG 플랜트 생애주기 통합 지식정보관리기술 개발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 방법 개요 

 

A社 B社 C社 D社 …. 

Process Mapping 

공통 프로세스 및 액티비티 도출 

업무 
Procedure에 
따른 Task 분류 

업무 Process에 
따른 지식 흐름 

분석 

입.출력 Data 분석 

업무 정의 및 지식분류  

국내 
주요기업 
자료 분석 

표준 
프로세스 
도출 

프로세스 
& 

지식정보 
분석 

컨텐츠 작성 

입.출력 Data 분석 

A 1 
(Level 1) 

A 11 
(Level 2) 

A 111 
(Level 3)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통합 지식/정보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체계 구축  통합 지식/정보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체계 구축  

<ISO 건설정보 분류체계 변화과정>  

<ISO/DIS 12006-2의 분류체계 주제간 연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분류체계 자료수집 및 조사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ISO/DIS 15926-1,2> 



통합 지식/정보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체계 구축  

EPC 업무절차서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해외 업무절차 및 지침 예시 

일부의 경우 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목적과 상이 : 승인, 인증의 목적으로 제작 1 

절차서간 중복된 내용의 기술이 많으며, 업무 간 연계성 등 파악 난해 2 

실용성 미비 : 구성 체계 등의 문제로 초급기술자의 교육 등 다방면에 활용 불가 3 

업무절차 나열로 중점관리요소 파악 어려움 4 

업무절차서 수정 및 개정(Update)이 용이하지 못함 5 

문서화 되어있어 실무 및 현장 사용성 저하되고, 시스템화 어려움 6 

- 기존 플랜트 사업(EPC) 업무절차서의 개선방향에 관한 Needs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LNG Plant 업무지침서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통합 지식/정보관리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체계 구축  

EPC 업무절차서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Capital Project Technology Roadmap Foster Wheeler 시스템 개념도 Flour 시스템 개념도 

Chemalliance의 Virtual Tour BIM 구축개념도 AREVA Data Model 개념도 

국내외 지식관리 및 통합시스템 개발 현황 분석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 WBS 작성 

LNG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 개발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생애주기 규명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 단계 

시운전 단계 

LNG 플랜트 AS-IS 업무 프로세스 LNG 플랜트 TO-BE 업무 프로세스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분석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절차서(매뉴얼) 작성 

절차서 작성 위한 기본 요건 정의 LNG 플랜트 EPCC 단계별 업무 절차서 

3. LNG 플랜트 생애주기 업무 및 지식정보 분석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관리모듈 체계와 의사
결정모듈 체계의 분석을 실시하여 정의된 
Model Mapping에 대한 메타모델 정의. 

Model Mapping에 대한 메타모델 정의 

설계단계 구매조달 
단계 

시공 및 
시운전단계 

• 온톨로지 도출 개념들을 기반으로 Ontology 
Registration에 대한 메타모델을 정의하여 
Common Ontology를 생성. 
 

• 메타데이터 관리기법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
닝 기법을 기반 Model construct에 대한 메
타모델을 정의. 
 

• 업무관리모듈과 의사결정모듈 분석을 기반
으로 Model Mapping에 대한 메타모델 도출. 

통합지식관리체계 구축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지식/정보 관리 방법론 



지식활용 데이터의 지식화 데이터 입력 

업무관리 

의사결정 

리스크관리 

메타데이터 구축시스템 

분할설정 

Index 

프로세싱 요약 

업무정의 

데이터 구조화 

통합DB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 

데이터 선정 

사전처리 

변형 

모델링 

해석/평가 

온톨로지 시스템 

Model Mapping 

Codes 

Patterns 

업무관리 

의사결정 

리스크관리 

정보 

정보+ 
메타데이터 

정보+ 
메타데이터 

지식 

지식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지식/정보 관리 방법론 



LNG 플랜트 생애주기 주요 업무 프로세스 상세 분석 예시-1 LNG 플랜트 생애주기 주요 업무 프로세스 상세 분석 예시-2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업무 프로세스 상세 분석 – Data, Information, Knowledge 흐름 규명 



업무 Process Map 
예시 

 각 업무항목(Activity)의 Input, 
Output, Control, Mechanism 
데이터를 분석·정의 
 

 업무 Process Flow Diagram
을 기반으로 하여 업무항목
(Activity) 데이터의 순환·연결
과정 규명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각각의 
업무항목(Activity) 사이에 오
가는 정보 정의  

 
 IDEF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규명된 업무정보의 순환과정
을 나타내는 Process  Map 
작성 
 

업무 Process Map 작성을 통한 
생애주기 경계면의 데이터 순환과정 규명 

 Input :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일반적
인 재원 
 

 Output :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나오
는 산출물 
 

 Control : 프로세스의 지침이 되는 기준, 정책, 
가이드라인 등 
 

 Mechanism :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수동적 도구, 자동화 도구 
등 

IDEF0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업무 프로세스 상세 분석 – Data, Information, Knowledge 흐름 규명 



통합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협업 흐름도 

System 

테이블 정의서 및 
기능 구성도 분석 

EPC 단계별 
표준 업무 모듈 개발 

개발 UI 설계 SRS 작성 

Contents 

As-Is Process 모델 분석 상세업무 Process 분석 업무정의 및 관련정보 분류 시스템 업무 컨텐츠 작성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통합 지식관리 시스템 개발 협업 흐름도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통합지식관리시스템 업무 WBS 통합지식관리 체계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프로토타입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 Manual 

생애주기 단계별 업무관리 모듈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LNG 플랜트 생애주기 통합지식관리기술 개발 개요 

 EPC 단계별 업무관리 및 의사결정 모듈과의 

    통합 연계 

 의사결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용자 검토 지원 

업무관리 및 의사결정 모듈 통합 3D Data 관리 

 실시간 3D 모델링 검토 

 사전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리스크 분석 

 프로젝트 팀원간의 협업 관리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지식관리 시스템 및  

해외사업모델 패키지 구축 
1-4-1 

사업계획 전문가시스템 및 

해외사업 타당성분석 모델 개발 
1-4-2 

위험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모듈 개발 
1-4-3 

해외사업 모델 개발 1-4-4 

 Construction  Commissioning Project 
Developing 

Contract Engineering Procurement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개발 개념도 



해외사업 모델 개발 
위험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모듈 개발 

사업계획 전문가시스템 및 

해외사업 타당성분석 모델 개발 
1-4-2 

통합지식관리 시스템 및  

해외사업모델 패키지 구축 
1-4-1 

1-4-4 1-4-3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F/S 

통합지식관리 시스템 

의사결정 
모듈 

업무관리 
모듈 

해외사업
모델 

사업계획
모듈 

업무 
Process 

사업관리 
DB 

Risk 관리 
DB 

지식관리 
DB 

비용분석 
DB 

사업계획 
DB 

업무지침 
DB 

의사결정 
DB 

해외사업 
DB 

통합 시스템 DB 및 모듈 구성 

4. LNG 플랜트 생애주기 지식정보 통합기술 



5 향후 연구계획 



한 국 가 스 공 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 토 해 양  부 

4. 6차년도 연구계획(작성예시) 

현재 : 프로토타입 개발 향후 : 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시스템 최적화 시스템 상용화 

시스템 구축 

시스템 컨텐츠 구축 

프로토타입 개발 

엔진 최적화 UI 최적화 

DB 최적화 

5. 향후 연구계획 



주요 연구계획 

LNG 플랜트 엔지니어링 생산성 10% 향상을 위한 개선기술 개발 

시스템 최적화 Mobile 기술 적용 
Test Bed 검증 및 

전문가자문 

통합지식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용화  

최종 연구 목표 

LOD 

Test Bed  
검증 및 개선  

LNG 전문가 
자문 확대 

5. 향후 연구계획 



시스템 최적화 

주요 연구계획 

최적화 
방안 계획 

타당성 평가 

최적화 계획 
수립 및 계획서 

작성 

Test-Bed 적용 

모니터링 
및 분석 

검증 및 보완 

엔진 최적화 UI 최적화 DB 최적화 전사적 시스템 최적화 

사용자 
(전문가 및 실무자) 

한길아이티 
경희대 

최적화 계획 타당성 평가 
및 계획수립 

Test-Bed 적용 
및 모니터링  

검증 및 
보완 

5. 향후 연구계획 



Mobile 기술 적용 

주요 연구계획 

 Plant 대용량 자료의 효율적인 Data 관리 가능 

 시간, 장소 관계없이 활용 가능 

 시스템과 연동한 실시간 작업관리 

 모바일을 통한 2D, 3D 관리 

LOD 

5. 향후 연구계획 



Test Bed 검증 및 전문가 자문 

주요 연구계획 

 Test Bed 현장 적용을 통한 검증 및 개선 

 국내외 LNG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피드백 

 국제 LNG 컨퍼런스 참여를 통한 시장 변화 반영 

Test Bed LNG 전문가 

5. 향후 연구계획 



감 사 합 니 다. 



연구조직 및 사업단 규모 

LNG 플랜트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 개발 

총괄기관 

LNG 플랜트 핵심 기반기술 개발 고효율 LNG 플랜트 공정기술 개발 
대용량 LNG 플랜트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 
LNG-FPSO 플랜트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 LNG-FPSO 공정 응용기술 개발 

주관부처 

전문기관 

- 2008년 LNG플랜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괄과제와 핵심1,2,3과제로 시작 

- 2011년 LNG-FPSO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핵심4,5과제를 추가 , 총 36개 과제  추진 중 

- 총 연구기간 :  8년, 각 단계별로 2년씩 4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 

총괄기관 : 한국가스공사 (단장 양영명) 

연구기간 : 2008.6.18 ~ 2016.6.17 (8년간) 

연 구 비  : 1,889억원 (정부출연금 : 1,211억원, 민간부담금 : 678억원) 

참여기관 : 연구기관 52개(기업 19개, 연구소 9개, 대학 24개), 참여기업 29개 

참여인력 : 663명 



과제 구성 

대용량 LNG 플랜트 설계 및 건설기술 개발 



구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1-4-1 

(협동) 

 생애주기 규명 및 통합 정보․지식 관리시스템 개발 

  - 생애주기 단계별 표준 업무분류체계(WBS) 및 업무 프로세스 구축  

  - 업무수행 표준지침(절차서, 매뉴얼) 작성 

  -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보, 지식관리 모듈 및 해외사업 패키지 모델 구축 

  - 생애주기 모듈별 통합 및 테스트베드 적용을 통한 검증, 사업화  

1-4-2 

(공동) 

 시나리오 기반 사업계획전문가 시스템 개발 

  - 사업계획 전문가 시스템 개념설계 및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 시나리오 기반 사업타당성 평가 모듈 및 평가지침 개발 

  - 생애주기비용 평가 모듈 및 평가지침 개발 

  - 시나리오 기반 의사결정 모듈(시뮬레이션) 및 참조데이터 기초 DB화 

  - 타당성 분석 개요/절차 및 환경, 시장 분석 

  - 사업계획 전문가 시스템 개발 

CM 분야 과제 개요 (1핵심 4세부과제) 



구분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1-4-3 

(공동) 

 위험기반의 사업 및 공정관리기법 개발 

  - 사업관리 추진방향 수립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 생애주기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 모듈 개발 

  - 의사결정 지원모듈 시작품 구축 

1-4-4 

(공동) 

 해외사업모델 개발 

  - 시장조사, 사업시나리오를 통한 모델 구체화 구축 

  - 해외사업 진출 전략 구축 

 수행단계별 위험관리 평가기법 개발 

  - 생애주기 단계별 리스크도출 및 정량적 평가기법 개발 

  - 생애주기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리스크 평가관리 모듈개발 

CM 분야 과제 개요 (1핵심 4세부과제) 



수주/계약 
 

 
 
 

Official Document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Vender Portal 

Project Portal(Project Level Watch & Warning) 

입찰/수주이력관리 

 계약관리 

견적관리 
 

       Estimation DB관리 

Design & Engineering 
 

  
 

        

 
 
 
 

Basic Design 
(PFD,P&ID) 3D Design 

SmartPlant Enterprise 
(SPI,SPEL,SPPID,SP3D,PDS) 

Microstation XM 
(Plant Space Piping/ 
Equipment/Raceways) 

자재기준정보/BOM/견적관리 
 

  
 

        

 
 
 
 

자재 Code & Spec. 관리  

BOM/BOQ 관리  

MTO Requisition 관리 

 
   

MSCM & SRM 
 
 
 
 
 
       
 
 
 
 

조달계획관리 

조달진행관리 

물류모니터링 

재고/장비관리 

협력회사관리 

E&I 
(Expedition & Instection) 

 
   

시공관리 
 

 
 
 
 
 
 
 

작업일보/월보/공사진행사항보고 

장비/노무/인사/조직관리 

자재예측/사용/검수 창고재고관리 

공정관리 WBS관리 

협력회사관리 

Q.HSE관리 

 품질(하차)/안전/환경관리 

Q.HSE관리 

 
 

Check list/특이사항 이력관리 

시운전Data/준공도면관리 

유지보수관리 
 
 
 

하차관리 

 하차보수관리 

설비Data 관리 
       
 
 

Library 관리 

설비운영관리 

도면/문서 관리 
       
 
 

FM도서/문서열람 

변경이력관리 

Planning(Proposal)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M 

사업관리(Monitoring & Controlling) 
 
 
 

PJT Monitoring 

 연간예산요구/확정 

PJT Master Plan관리 

조직/인원관리 

EVM관리 

리스크관리 

Workload관리 

Collaboration 

전자문서관리 
 
 
 

설계도서관리 

사업수행절차/기준 

수발신문서/표준양식 

설계,구매,시공문서관리 

Plant Lifecycle Information Management(Program Level Watch & Warning) 

 
 예산집행계획/실적 일반회계./자금관리 세부회계/원가관리 

 
 사업종합관리시스템 외부포탈 

Legacy 시스템 

I/F I/F 

사업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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