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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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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Plant 분야의 IT 활용의 변천

우리나라의 Plant 산업은 1960년대 경제부흥의 원천이었던 건

도면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쓰이지만 초기에는 모든 정보가 도

설 및 중화학공업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세계 각국의 유수한

면에 담겨 있어야 했다. 그래서 모든 도면마다 각종 상세한 정보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업체와 당당

를 빼곡히 담아 설계 및 시공에 이용하였고, 완공 도면을 별도로

히 겨루어 육상 Plant(Process Plant 및 Power Plant), 원자력발전,

제작하여 추후 운용 및 관리에 사용하였다.

해양 Plant 등 모든 Plant를 Turn Key로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이

1970년 중반 이후 3D CAD가 소개되었으나 하드웨어 및 소프트

르렀다.

웨어가 너무 고가여서 실제 업무에 많이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Plant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나라에서 근간이 되는 중요한

PC의 출현에 발 맞추어 널리 활용된 저가의 2D Drafting CAD

산업이란 것이다. 실제로 각각의 Plant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

는 제도판을 대신해 도면 작성 및 보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뿐만 아니라 Plant의 설계 및 건설을 통해 각종 유관 산업의 발전

다. 특히 불법 복사의 용이함을 틈타 2D CAD가 널리 확산되었고

을 동반할 수 있고, 수 많은 인력 고용효과도 그 어느 산업 분야보

Scanner를 이용한 기존 도면의 관리가 Plant Owner 시장에서

다 넓음을 알 수 있다.

널리 요구되었다.

1980년~1990년대의 빠른 성장에 비해 최근 우리나라의 Plant 산

이후 하드웨어의 발전에 맞춰 고가의 3D CAD의 활용이 넓어짐에

업은 저가수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외국 발주사의 3D CAD의 사

다. 이는 인건비가 낮은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상세설계 및 부

용을 의무화한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점차 3D CAD의 활성화 단

분하청으로 참여했던 과거와 달리 Turn Key사업으로 수 많은 선

계로 접어들어 현재 모든 프로젝트는 당연히 3D CAD를 사용하는

진 EPC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보다 큰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 동안 설계, 시공 및 Plant Owner Operation 분야는 제 각기 고

이처럼 복잡하고 덩치가 큰 Plan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유의 정보를 만들어 자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요인은 ‘너무도 빠르게 발전하는 IT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라

점차 IT의 발전과 함께 전 분야에 걸쳐 생성된 정보를 공유하여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진 EPC에서는 IT를 어떻게 이

Plant 기획 단계부터 폐기 때까지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단계에

용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 Plant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이르렀다. 보통 프로젝트 수행시 한 회사가 설계, 기기 공급 및 시

위한 IT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공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의 장점을 이용해 서로 다른 지
역에 위치한 여러회사가 팀을 이루어 공통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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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성공적인 Turn Over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IT 활용이 필수가

3) 기기 제작 공급

되었다.

•2D Drafting & 3D Modeling System
•Document Management System

3. Plant IT 시스템

•PDM
•ERP

Plant IT 시스템은 좁은 의미에서 Engineering, Procurement,

•Etc.

Construction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IT 시스템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수주계약,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등

위에 언급한 IT 외에 많은 Software가 사용되지만 대표적인 것을

의 EPC Business를 영위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이라고 규정할

중심으로 열거해 보았다. 그 중 일부는 사업주를 비롯해 모든 관

수 있다.

계자가 함께 Data를 공유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런 Plant 산업의 전 Process에 걸쳐 적용되는 IT의 종류를 [그

4. Plant 분야의 IT

림 1]에 나타내었다.

특성상 사업의 주체인 Owner / Operator, 설계자, 건설시행자, 기
기 공급자,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 등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IT는 다음과 같다.

1) Owner / Operator
BOM

•Project Management, Cost Management System
•Process Simulation
•Operation & Maintenance Management
•Asset Management
•EDMS(Engineering Document Management System)
[그림 1] Engineering Enterprise Solution

•ERP
•Etc.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요구되는 솔루션의 구성 및 특징은 다음과
2) EPC(Turn Key)

같다.

•2D Drafting

•플랜트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본 및 상세 설계후 건설 시

•Intelligent 2D Design System

공을 거쳐 시운전을 마치고, Owner가 플랜트를 인수하여 제품

•Process Simulation

을 생산하는 전 분야에 걸쳐 IT가 이용됨

•Engineering Solution
•3D Design System
•EDMS(Engineering Document Management System)
•Material Management System
•Project Management, Cost Management
•Engineering Data Ware House & Document Management
System

•베 이직 및 기본 설계용으로 주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와 Intelligent 2D 소프트웨어를 사용함(FEED, 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상세 설계시 Intelligent 2D의 Data를 더욱 구체화하며, 3D
Design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상세한 물량 및 도면을 생성함
•이러한 설계가 동시다발적(Concurrent)으로 행해질 때 Material
Management System, Project Management System, Cost

•Construction Simulation

Management System을 이용하여 자재수급을 원활히 하고 이

•ERP

어지는 시공업무에 더욱 효율을 높임
•Owner가 완성된 플랜트를 인도받아 제품을 생산할 때 설계 및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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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을 거쳐 구축된 각종 Data를 운전 및 유지관리시 이용함

고 있음

•각 응용 소프트웨어의 Data 교환 및 저장을 Plant Data

•다자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In House

Warehouse를 활용하여 업무 진행시 그리고 Owner에게 통

Solution대신 Commercial Software를 Network와 Web을 이용

합 Data를 Turn over하여 Plant Maintenance Management

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추세임

System 및 Asset Management System과 연계하여 효율적으
로 활용함
•Plant Data Warehouse에서 구축된 Engineering DB를 ERP

•Owner에게 통합 Data를 Turn Over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기
부터 Plant Data Warehouse Solution의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음

System과 연결하여 프로젝트 전 공정에서 사용함

•더욱 어려워진 경쟁력 우위를 갖고자 전사적인 차원에서 Data

5. 외국 EPC의 Plant IT 현황

•플랜트 설계 및 해석 솔루션의 경우 전 세계 80% 이상의 EPC

통합을 위해 모든 EPC가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음
가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함
최근 발주되는 주요 프로젝트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성공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 EPC는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더욱 커지고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플랜트 프로세스와 현장 환경이 매우 다양함
•개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고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형
태를 표준화하거나 정형적으로 될 수 없음
•매우 복잡한 자재의 방대한 정보를 다루어야 함(50만매 이상의
Document 및 300만 개 이상의 Equipment Data)
•설계, 기기 제작, 건설 분야간 수천 건 이상의 상호 Activity가
요구됨
•여러회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연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
(Global Worksharing)
•Owner의 요구사항이 점차 Operation과 Maintenance를 위한
Data 통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추세임
•Data의 통합이 전 분야에 걸쳐 요구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모든 EPC는 나름대로 시스템
을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각 회사가 그린 그림은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르지만 다음에 나타나 있듯이 그 구성요소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회사들이 커다란 틀
은 유지하면서 각 응용 Application은 점차로 자체 개발을 지양하
고 전문 개발업체가 공급하는 솔루션 위주로 바꾸어가는 게 현실
이다. 각 분야별로 특징을 보면 아래와 같다.
•2D Drafting의 사용이 점차 줄고 있음
•Intelligent P&ID, Instrumentation, Electrical Design 및 3D
Design System은 일부 자국내 특수한 목적의 프로젝트를 제외
하곤 모두 Commercial Software를 채택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함
•Material Management System을 In House Solution에서
Commercial Software로 대체하는 회사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

[그림 2] Chiyoda Corporation Pla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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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GC Plant IT

[그림6] Kvaerner Plant IT

[그림 4] Bechtel Corporation Plant IT

[그림 7] Linde Plant IT

[그림 5] Fluor Plant IT

[그림 8] Foster Wheeler Plant IT

* 상기 자료([그림 2]~[그림 8])는 각종 국제 Conference에서 발표된 것으로 가장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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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Plant IT의 현주소 및 향후 대책

다고 했다. 이런 IT 비용은 Engineering 비용의 약 1~5%로 추산
할 때 전체 프로젝트의 약 0.1~0.2% 정도로서 이를 잘 활용해 전

국내 거의 모든 EPC도 오랜 동안의 프로젝트 수행경험과 우수한

체 공사비의 2~3%의 수익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IT 분야 인력을 바탕으로 앞에서 본 많은 외국 EPC와 유사한 개

수 있다. 이는 IT의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념의 Plant IT System을 갖추고 있다. 물론 Intelligent P&ID 등 아
직 우리가 그리 활발히 적용하지 않은 분야도 있지만 상세설계를

이렇게 중요한 Plant 분야의 IT를 잘 활용하고 발전시켜 궁극적으

많이 해왔기 때문에 3D Design System의 활용은 그 어느 외국

로 우리나라 Plan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

회사에 비해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각 사마다 약간의

과 같이 정리하였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 Plant IT 분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Plant IT는 일정한 직급의 특정 인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여 보았다.

상세한 개발 및 관리는 정해진 담당자가 하지만 모든 설계자 및

•Project Owner의 요구에 맞추어야 함

관리자가 IT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국내 EPC에 근

•대부분 배관을 중심으로 한 3D System이며, 기타 부서의 참여

무하는 관리자중 IT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바쁘게

가 낮은 편임

이어지는 현업 설계 및 관리업무에 대부분 시간을 쏟지만, 결국

•Intelligent P&ID의 적용이 거의 없음

IT를 모르는 관리자는 바르고 효율적인 IT를 이끌 수 없으며 담

•전기설계는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이용함

당자를 지치게 하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곧 IT 활용의 실패로 나

•Material Management System은 대부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해

타난다.

왔음
•프로젝트 관리 및 코스트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해
왔음

•IT 활용에는 모든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현재의 업무 특성상 IT
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부서도 상당히 있다. Chiyoda 등 많은
선진 EPC가 보고했듯이 전 부서가 IT 이용에 참여해야 그 효과

•전 시스템 통합이 안되고 있음

를 볼 수 있다. 국내 현실은 배관설계 및 각종 계산 등 특정 부

•ERP System을 우선으로 구축하기도 함

서 및 특정 업무만 IT를 이용하는데 프로젝트 수행시 모든 부서

•IT 투자에 대한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자본수익률)가

가 IT 활용에 참여하도록 회사는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 또 IT

성급히 요구됨
• IT가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음
• IT 담당자의 수명이 짧음

참여로 인해 각 부서 간 할당된 Man Hour를 현실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
•IT 투자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투
자는 Project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Plant 산업은 수주 사업으로 입찰전 모든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3D Design, 2D Drafting 및 각종 Calculation 솔루션 등은 이

가능한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또한 타사와 가장 적은 액수

미 오랫동안 준비와 여러 번의 수행경험으로 그 비용의 쓰임

의 차이로 수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수주한 프로젝트는 적기 또

이 분명히 보이는 것들은 Project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당

는 조기에 우수한 품질의 Plant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이 우리

연하다. 그러나 전사적인 솔루션 즉, Plant Data Warehouse,

Plant 산업이라 할 수 있다.

Material Management 및 각종 새로운 솔루션 등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총 프로젝트 비용중 설계

특정 Project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

비는 대략 5% 이내로 책정된다(설계 : 5~10%, 구매 : 50%, 공

로 솔루션 도입 및 정착의 시기가 지연된다면 회사는 상대적으

사 : 40~45%). 최근 수년 간 보고된 바로는 총 프로젝트 비용

로 그보다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의 1~2%의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IT 투자에 대한 ROI를 조급히 요구해서는 안 된다. IT는 그 특성

실제 시공시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Re-work가 과거

상 제품 생산과 달라 Output이 가시적인 계산방법으로 즉시 나

3~5%인 것을 1% 이내로 줄인다면 이는 바로 전 프로젝트의 목

타나는 게 아니다. 우수한 인력이 열정을 갖고 Try & Error를 통

표 이익과 같은 커다란 금액이 된다. 실제로 Chiyoda Corporation

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때, 보다 경쟁력 있는 IT 환경이 구축

이 2004년 7월 중국 해남도에서 가졌던 Conference에서 보고한

된다.

바에 따르면 통합 IT의 활용으로 Site Re-work를 1% 이내로 줄였

•IT 전문가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IT 활용의 성패는 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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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 담당자의 경험, 노하우,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

해외 Project의 원활한 수행과 동시에 성공적인 마무리가 가능

는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하도록 해야 한다.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 않고 승진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치

7. 맺음말

에 있다. 외국의 많은 전문가는 현업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IT를 오랫동안 담당하며 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

ENR(Engineering News-Record, 건설잡지)이 집계한 2011

인 수행을 이끄는 사례가 많다.

년 해외 건설시장의 상품별 비중은 플랜트 40%, 토목 33%, 건축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IT는 살아 움직이고

21%이지만, 국내 상위 12개사(플랜트 83%, 건축 6%, 토목 11%)는

있다. 수많은 정보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여러 미디어나

상품비중 40%인 플랜트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하고 있다.

Conference를 통해 On-line 또는 Off-line으로 접할 수 있다.

Plant 산업에서 IT를 이용하지 않으면 과연 어떨까? 누구도 IT 없

아직도 많은 회사의 관리자가 직접 정보를 입수하는 데 적극적

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

이지 않다. 국내에도 많은 Conference가 열리고 있는데 담당자

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적으로 IT가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지고

를 통해 정보를 전달해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경험을 가진 관리

있는가? 아마도 현실은 IT가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자는 현장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소화하고 분석하여 더 효율적

아니다. 전 세계 많은 EPC가 IT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

으로 IT를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남보다 앞서 미래에 대한 전

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1의 수단으로 IT를 꼽고 있다. 수많은 우

략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Conference에서 제공되는 정

수한 인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IT분

보는 외국의 크고 유명한 Conference에서 발표되는 것과 동일

야를 지원하고 육성해서 21세기 Plant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다

한 내용으로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시 한 번 건설 강국으로 거듭나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

기회이며, 유능한 관리자일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결과

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를 얻을 수 있다. IT를 잘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가 적극적인 방
법으로 최신의 정보를 얻으면 그 회사는 타 사나 타 부서에 비
해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IT를 통해 업무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많은 사용자는 현재 본인
이 하고 있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IT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
고 있다. 그러나 업무의 개선 없이는 IT 활용에 한계가 있다.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 개선과 IT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설계 Man Hour를 줄이는 것을 Plant IT를 이용하는 목적으
로 하지 말고 더 질 높은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적기에 Rework를 최소화하며 자재의 잉여나 부족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것을 위해 Plant IT 환경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In House Solution의 개발을 지양하고 전문 개발업체가 공급하
는 솔루션을 잘 활용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사면 모든 지원이 공짜라는 과거의 인식을 바꾸
어 여러나라에서 쌓은 경험을 가진 전문 Consultant로부터 제
대로 된 Service를 통해 경쟁력 있는 Plant IT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CEO 및 CIO의 IT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른 정책의 수립으로
회사 차원에서 IT 활용에 대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Plant IT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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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쌍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