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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조회사에서는 많은 자동화 설비를 채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제조 라인에서 일을 했으며 앞으로

도 업무를 수행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IT 솔루션들이 제조 회사에서 혁신을 위해 채택되었는데, 

인간공학 기술은 디지털 생산 방식으로 작업자의 행동과 작업 부하를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채택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상용 툴을 이용한 휴먼 시뮬레이션의 분석 및 시각화 방법과 휴먼 시뮬레이션이 디지털 

생산 기술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키워드:   Human Simulation, Ergonomics, PLM, Digital Manufacturing

Abstract
Manufacturing companies hires many automated facilities, but still human workers did and will do their 

job in manufacturing lines. Many IT solutions were adopted in manufacturing companies for innovation 
during last several decades. Ergonomics technology also started to adopt in manufacturing companies 
for analysing worker's behaviour and work load in digital manufacturing way. This paper describes 
about the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the human simulation using commercial tool, and how this human 
simulation is integrated with the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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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제조업에서 IT기술은 ERP, SCM, PLM분야 등

에 적용이 되어 왔으며, PLM부문의 디지털 생산

(Digital Manufacturing)분야에 있어서 CPS(cyber 

physical system)개념의 제품과 공장의 디지털 트

윈 적용과 더불어 작업자인 인간의 시뮬레이션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1,2,3]. 디지털 생산은 제품 

및 설비의 3차원 모델에 기반하여 제품 생산시 행해

지는 모든 일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시뮬레이

션 해보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디지털 생산

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공장구축에 있다.

디지털 목업 (DMU: Digital Mockup)이 정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에, 디지털생산은 3D CAD 모델에 

물리학을 접목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생

산은 매우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특히 가

상 시작(Virtual Prototyping) 분야, 정적 및 동적 인

간공학 해석(Ergonomics Analysis) 분야, 로봇 시뮬

레이션 및 OLP 분야 (아크, 스폿 용접, 도장, 물류), 

라인 시뮬레이션 분야, 가상 NC 시뮬레이션 분야, 

디지털 공정계획 분야, 디지털 측정 분야, PLC 설계 

및 모니터링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DMU와 디지털 생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품설

계에 주안점을 둔 DMU와 달리 디지털 생산은 제품 

(Product)과 제품을 생산하는 자원 (Resource), 그

리고 제품 생산 공정 (Process)을 유기적으로 연결

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생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점

은 What-If 시뮬레이션이다. 실제로 테스트 하는 경

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각 시나리오에 따라 

컴퓨터 상에서 디지털화 하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

써,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으며 최적의 프로세스를 선

택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제조업계에서

는 디지털 생산을 선택이 아님 필수적인 작업으로 

여겨서 채택을 하고 있으며, 디지털 생산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이며 강력한 솔루션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툴을 이용한 휴먼 시뮬레이션

의 분석 및 시각화 방법과 휴먼 시뮬레이션이 디지털 

생산 기술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 기술한다.

Ⅱ. 인간공학 

인간은 많은 시스템 중 비표준적이고 예측이 불가

능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인간의 능력과 한계는 설계

의 중요한 특성 값이 되고, 따라서, 많은 적용분야에

서 작업환경에 따른 인간의 물리적 요소를 보고자 

할 때 필요하게 된다. 올바른 인간공학 개념의 적용

은 제품 생산에서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

에 적용된다.

인간공학은 특정 신체 부위 및 근육의 과도한 사용

으로 인해 근육, 연골, 건, 인대,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목, 허리, 무릎, 어깨, 팔, 손

목 및 손가락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건강장해를 뜻

그림 1. 휴먼 시뮬레이션 적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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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더불어 작업자의 도달성

을 포함하는 작업성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응용된다.

Ⅲ. 휴먼 시뮬레이션의 적용 

자동차, 조선, 항공, 중공업, 전기/전자 등 모든 주

요 산업에서 제품을 설계, 개발, 생산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한계와 능력의 이해를 토대로 한 인간공학

적 방법론의 적용은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인간공학

이 적용된 휴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은 그림1에 보

여지듯이 제조, 장착/조립, 운용, 유지보수 등에 사

용된다.

휴먼 시뮬레이션은 시스템과 사람과의 인터페이스

가 필요한 모든 곳에 적용 가능하며, 그 분야는 개념 

설계, 세부 설계, 공정 계획, 작업 설계, 시스템 배치, 

작업성, 유지보수,   작업 공간 설계, 교육/훈련을 포

함한다. 휴먼 시뮬레이션 툴을 통해 설계단계에서는 

인간공학 개념을 프로세스 초기에 접목가능하며, 대

상 사용자 집단에의 높은 적합성 확보, 물리적인 목

업 수 감소, 설계 시간 감소와 비용 감소, 출시까지의 

시간 가속, 설계자 만족도 향상, 설계 품질 향상, 작

업성 증가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생산 단계에 있

어서는 설계 오류 방지, 인간 공학을 전체 제품 수명 

주기에 접목, 작업자 성능을 최적화하는 프로세스 개

발, 수작업 업무 향상, 작업 동작의 빠른 시연, 생산

그림 3. 자동차 조립라인에서의 작업자 시뮬레이션 예제[4]

그림 2. DELMIA Human Simulation 모듈로 수행한 
작업자 시뮬레이션 예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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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측정,  인간공학 분석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휴먼 시뮬레이션 상용 툴[4]은 세계 여러 국가의 

남녀 인체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충

돌 및 간섭체크 기능, 인체의 Forward/Inverse 기

구학 기능 제공, NIOSH, RULA 등 인간공학 분석 

기법을 제공하여 휴먼 마네킨의 관절 한계각 편집, 

부분 & 전체 자세 평가 점수화, 최적 각도로 자동 자

세 최적화, 한계 관절각 라이브러리와 선호자세 라

이브러리를 제공한다. 그림 2에 상용 툴인 DELMIA 

Human Simulation 모듈로 수행한 작업자 시뮬레

이션 예제들을 도시하였다.

토요타 자동차, 폭스바겐 자동차 등에서 상용 툴을 

이용한 조립공정에서의 휴먼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고 있으며, 조립 작업시 인간의 움직임을 철저히 분

석하여 인체 공학적 무결성을 보장하고 제조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 있다. 이로써 조

립작업이 적용되기 전에 최적의 작업자 조립성을 확

보하여 생산준비 기간 단축과 작업자의 건강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에서는 CPS의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의 휴

먼 시뮬레이션 예제를 도시하였는데, 자동차 전장조

립라인과 자동차 최종 조립라인에서의 작업 시뮬레

이션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용 툴을 이용한 휴먼 시뮬레이션

의 분석 및 시각화 방법과 휴먼 시뮬레이션이 디지

털 생산 기술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

다. 제조업체에서 작업자의 작업 분석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휴먼 시뮬레이션

은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지만 향후 자동차, 항공, 조

선 산업을 포함하는 제조업체에서 디지털 생산의 한 

영역으로서 확장되어 수행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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