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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구축 경과

KR-SCF Archive Center 웹 포탈/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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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the Balance

Purpose of GBS-SCF*,**

Access 
Procedures

IP
Level

IP Holders

SCF IS***

AR Holders

Location

* Goal-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 (MSC 87/5/4), Ship Construction File
** Ralf S. Marquardt (CESA), “Ship Construction File (SCF)”, Tripartite 2014, Shanghai, China.
*** Ship Construction File Industry Standards

Design Transparency

Intellectual Property (IP)

§ Information presented
§ Practical Access

§ IP Protection
§ Access Management

SCF contains necessary structural safety information
and keeps it safely throughout the lifetime of the ship

3/27



Four Tier Structure of GBS-SCF*

GOAL

* Ralf S. Marquardt (CESA), “Statu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CF Industry Standard”, Tripartite 2015, Seoul, Korea.
** Developed and Agreed by a cross industry group: 
- CANSI (China Association of the National Shipbuilding Industry); CESA (Community of European Shipyards’ Associations); 

KOSHIPA (Korea Offshore & Shipbuilding Association); SAJ (The Shipbuilders’ Association of Japan); SCA (Shipbuilders Council of America);       
BIMCO; ICS (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INTERCARG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 
INTERTANK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OCIMF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 and 
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Ltd.)

GBS – SOLAS Ch. II-1 Reg. 3.10 
= Mandatory SCF Requirements

MSC/Circ. 1343 = Guidance on the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a SCF 

SCF Industry Standard (IS)** = Industrial Principles 
for Access and IPR Protection incl. Content Definition

SCF Unified Interpretations (UI) = Models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Procedures) 

Functional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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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적용시기: ’16.7.1 계약/ ‘17.7.1 K/L**** / ‘20.7.1 인도

ü 적용대상: CSR-H 적용선박 (길이 150m 이상의 Bulk Carrier와

Oil Tanker) 

ü 적용내용: 선박의 SCF를 생애주기동안 육상보관센터(Archive Center)

에 보관 (강제사항)

ü SCF Archive Center 요건

• 선박이 폐선될 때까지 서비스 지원

• 중립적이어야 함

• 국제적인 지원

• 보안 성능이 좋아야 함

• 빠른 백업 및 복구가 가능

• 품질이 좋고 적절한 비용으로 서비스 시행

• 365일 24시간 지원 가능

SCF Archive Center 요건
IMO* GBS** 충족을 위한 SCF*** Industry Standards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Goal-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s 

(MSC87(‘10.5)  SOLAS II-1/Reg.2, 3-10)

*** Ship Construction File

**** Keel Laying 5/27



1) SCF 본선자료 (SCF Onboard)

§ Key Construction plan 등 구조도면 전부

§ T & S booklet, Loading manual 등

§ SCF-Specific (GBS의 기능요건별 규정을 반영한 자료)

2) SCF 육상 보충자료 (SCF Supplement Ashore)

§ Lines plan

§ Yard plans (전 구조도면): scantling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도면 전체

§ Strength calculation & Fatigue life calculation

SCF Onboard
SCF Supplement

Ashore

SCF Arch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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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rdinary, High

§ 지적 재산의 중요도별 분류 [Ref 3.3]

§ 보안등급에 따른 SCF 자료의 접속절차 [Ref A2.3]

* Minimum, Low, Medium, High (4Level) è Low, Medium, High (3Level) 

è Ordinary, High (2Level) (SCF IS Ver. 2.5 (‘15.03.20))

2) Level 관리

§ 선박 인도 10년 후에는 Ordinary Level 본선자료들은 접속정보갱신관리 적용하지

않음 [Ref 3.3]  

§ High Level 자료는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High Level로 관리됨 [Ref 3.3]

SCF 자료의 IP* Levels

* intellectual property 

General ArrangementO

Calculation of hull girder 
section modulus

O

H Lines plan

…

[Ref table 2]

7/27



IP level Document name used in Industry Standards Storage location

Ordinary

Capacity plan on board ship
Loading manual on board ship
Trim & stability booklet on board ship
Loading instrument instruction manual on board ship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on board ship
General arrangement on board ship
Damage control plan on board ship
Docking plan on board ship
Calculation of hull girder section modulus on board ship
Dangerous area plan on board ship
Coating technical file on board ship
Structural details of hatch covers, doors and other closings integral with the shell and bulkheads on board ship
Hatch cover Maker drawings on board ship
Inspection Guidance in Operation on board ship
Block inspection list on board ship
List of materials on board ship
Inspection schedule for ship structures on board ship
Copies of certificates of forgings and castings welded into the hull on board ship
Tank testing plan including details of the test requirements on board ship
Non destructive testing plan on board ship
Areas prone to yielding and/or buckling on board ship
Areas prone to fatigue on board ship
Areas prone to excessive corrosion on board ship
Detail of bottom plug on board ship
Details for in-water survey on board ship
Means of access to other structure-integrated deep tanks and large void spaces on board ship
Ship structure access manual on board ship
List of applied Rules & Standards and General Information on SCF on board ship

Table 2: Standard IP Levels and Storag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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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level Document name used in Industry Standards Storage location

Ordinary

Midship section on board ship
Main O.T. and W.T. transverse bulkheads on board ship
Construction profiles/plans on board ship
Shell expansions on board ship
Forward and aft sections in cargo tank (or hold) region on board ship
Engine-room construction on board ship
Forward construction on board ship
Stern construction on board ship
Superstructure (deck house) construction on board ship
Rudder and rudder stock on board ship
Stern frame on board ship
Structural details on board ship
Equivalent to Lines plan on board ship

High
Full Detailed strength calculation on shore archive
Full Detailed fatigue life calculation on shore archive
Yard plans on shore archive
Master Lines plan on shore archive

Table 2: Standard IP Levels and Storage Locations (continued)

Used in day to day ship operation SimpleOrdinary Frequent

High Sensitive, infrequently used Complex Seldom

접근성 사용성도면 및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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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F 저장형태: 호환성 높은 표준화된 전자매체 (예: pdf) [Ref 3.4]

2) 자료 준비 [Ref A3.1]

§ 조선소à 선주 (본선 자료 2 sets)

§ 조선소à 육상보관센터 (본선/육상보충자료 각 1 set)

3) SCF 보관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유효한 보관 및 접속 절차 마련 [Ref 4.2, Annex-2, 5.2]

4) 선박이 수리/개조/개정된 경우, SCF (구 자료 및 신 자료)를 함께 보관 [Ref 4.4]

5) SCF 자료를 볼 수(view) 있도록 전용 수단(browser software) 제공

6) 정보보안관리(ISMS)와 관련된 ISO/IEC 27001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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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국내 조선소의 설계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제73차 기술협의회(‘13.11.29) 및 제 24회 국제협력기술위

원회(‘14.2.26)에서 KR의 SCF Archive Center 구축/운영 결정

2) 대상:

- 국내 조선소건조 150m이상 BC 및 OT 

- 해외 조선소 건조 선박 SCF의 보관 가능

- 해운회사 현존선 도면 보관 서비스 가능

3) 구축 및 운영방안:

- 구축: KR 자체비용 구축

- 운영비용: 국내 조선소 분담, 비회원사 차등비용 청구

KR-SCF Arch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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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TFT 구성 및 실무회의: KR + 협회 회원사* (‘14.7, 9, 11)

ü SCF Archive Center 요건 분석 및 웹 포탈 구축 – 2014.3~12

ü 제 8차 ASEF**: KR SCF Archive Center 발표 – 2014.11

ü 기 개발된 웹포탈의 Cloud System 적용 – 2015.1~6

ü SCF 암호화 및 전용 뷰어 개발 (KR개발) – 2015.1~9

ü 시범 테스트 완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산하 전 조선소 참여(9개 조

선소 16명)) – 2015.10~12 (실적용 이상없음)

ü KR 조직구성 및 운용요원 채용*** – 2016.1~6

ü 실 서비스 – 2016.7

SCF Archive Center 구축경과 및 계획

* 각 회원사의 설계운영분과위원 멤버

** Asian Shipbuilding Expert’s Forum

*** Archive Center 운용전담요원 채용후 인증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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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 Archive Center 해외 대응 동향

1) 일본 - Class NK (일본선급): 

- IBM Japan Cloud Computing 활용

- 선사 대상 현존선 도면보관 웹 포탈 서비스 중

(ADSS: As-built Drawings Storage Service)

- SCF Archive Center Storage Service (SCFSS)는 2016년 7월 이후 서비스 준비중

- 3척 계약중: 
* NYK Lines "ELEGANT SALUTE," a 95,000dwt bulk carrier, built at Imabari Shipbuilding's (Marugame)
* Mitsui O.S.K. Lines "JOZEN,” a 95,000dwt bulk carrier, built at Imabari Shipbuilding's (Marugume)
* Mitsui O.S.K. Lines "HORAISAN," a 300,000dwt VLCC, built at Mitsubishi Heavy Industries' 

(Nagasaki)

2) 중국 – CCS (중국선급): 

- 중국조선공업협회(CANSI)의 요청으로 자국 SCF Archive Center 구축 및 운용 결

정 (‘15.9)

13/27



ü 전자문서 용량 추정 대상 (KR 입급 선박, 승인도 스캔파일(PDF))

§ Oil Tanker: VLCC

§ Bulk Carrier:  180K Bulk carrier

à 선박 1척당 최대 1 Gbyte로 추정

à ‘15.12 국내 조선소 대상 시범운용 결과 (1~4 Gbyte)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의 범위에 따라 추가 증가 가능)

No Document type

VLCC 180k Bulk carrier

Size & Page Size in digital 
document [MB] Size & Page Size in digital 

document [MB]

1 Key plans and Construction A0 - A4 (1 - 87) 149.1 A0 - A4 (1 - 141) 258.6 

2 Calculation documents, Manual A3 - A4 (1 - 1500) 785.5 A3 - A4 (1 - 500) 249.7 (750)*

3 SCF-specific A3 - A4 30.0 A3 - A4 30.0 

Total 964.6 538.3 (1038.3)

* CSR-H 적용시

14/27



ü SCF 운용요건 – 백업 (Cloud backup 소산 백업서비스 사용)

ü 신조 이후, 수리 및 개조 등에 의한 문서 업데이트 (선박 1척당 용량 대비 25%) 

ü 2년 평균 등록 척수 (BC 197척, OT 106척)에 대한 여유치를 고려하여 200척 선정

ü 전체 과정에 대한 여유치 50% 선정

Archive Center Capacity (/w resize)

선박 1척당 필요저장 용량(GB): 
1.0GB x 1.5(safety factor) x 1.25(Changing)

1.875 

연평균 등록 척수(BC & OT): 200척 200.0 
연간 총 저장용량(GB) 375

Archive 용량 추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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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1척 1.875 GB, 200척 등록 기준으로 한 해 375 GB씩 증가하는 구조

ü 운용 2차년도부터 개정, 수리에 따른 자료가 40 GB씩 증가 예상됨

ü 선박 운항 5년차 이후부터 개정, 수리에 따른 증가분 40 GB 추가 반영

ü 선박 수명을 고려하면 운용 시작후 20~25년차에 10TB~12TB에 수렴 예상됨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st 2nd 3rd 4th 5th 6th 7th 8th 9th 10th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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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2035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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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3855
4310

SCF Archive Center 운용 예상 용량
(GByte)

(year)

Archive 용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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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based Server

Cloud Storage

KR SCF Archive Portal
Storage/Backup

KR Server
(Web server, DB)

IDC*에 구축

Cloud Server
(Web server)

Cloud DB
Server

기능 분리

* Internet Data Center

Cloud DB Server만 접근

ü 보안, 백업, 이중화, 유지보수 시간 및 비용, S/W (O/S, DB) 구입 및 설치에 소

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화된 IDC 서비스 적용

ü 여유용량이 포함된 장비도입으로 인한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운용성을 고

려하여 사양변경, 확장/축소가 자유롭고 빠른 IDC 서비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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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based KR-SCF Archive Center

Ship-
Builder

Ship-
Owner

Etc.

Cloud Server
(Web server) Cloud Storage

KR SCF Archive Portal

SCF – Storage/Backup

Upload/
View

* CDC (Cloud Data Center)

Cloud DB
Server

Web-Service User Info, IP-Level,
SCF Location DB

ü3중 보안: 시스템 분산/ SCF 암호화/ 전문 CDC* 보안
• 시스템 분산: 웹/DB/Storage 물리적 분산
• SCF 암호화: KR 자체 암호화 기술 적용, 자체뷰어(라이선스 관리)로만 열람
• 전문 CDC 보안(웹/시스템): ISO/IEC 27001 인증보유

Web 
Firewall

Conversion 선사
보유선박
리스트

선사 User Interface

SCF List
SCF Viewer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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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보안

ü 3중 보안: 시스템 분산/SCF 암호화/전문 CDC 보안

ü 주요사항: 

• 시스템 분산: 웹/DB/Storage 물리적 분산

• SCF 암호화: KR 자체 암호화 기술 적용, 자체뷰어(라이선스 관리)로만 열람

• DB 및 Storage 접근시 CDC 내부망(CIP)으로만 제한

• 전문 CDC 보안(웹/시스템): ISO/IEC 27001인증보유 CDC(Cloud Data 

Center) 자체 보안솔루션 제공 및 관제요원 상주

ü 백업: 주 단위 증분 소산 백업 (전용 백업 CDC에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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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웹 포탈 개요

ü 개요: SCF 자료의 업로드 및 검색, 열람을 위한 웹 포탈

ü 주요사항: 

• 영문, 높은 웹 보안성

• 분산 시스템 적용

• 권한에 따른 정보 접근 관리

• 다양한 환경의 웹 브라우져 지원 (PC, Mobile, Windows/Mac)

• 간략한 UI (사용자 편의성 제고)

• 키워드 검색/정렬

• 일괄 업로드 기능

ü 주요기능:

• 주요 사용자 기능: (업로드) IP-Holder(조선소), (검색, 열람) 선주외 다수, 

(관리 및 Admin) SCF 운용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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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 Upload

UI for IP-Holder
Login UI

기존 Ship Info. 수정

1. 신규 Ship Info. 생성

• 담당자 확인에 의한 회원제

운영

• 필수항목: IMO no., 선주사,

조선소 (자동입력), Class

• 기타항목: Class No, 선명, 

기국, Hull no., 선종, 인도일

• 업로드방식: 수동 or 일괄
2.수동 업로드 가능

KR SCF Archive Center Web Portal
http://scf.k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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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 Batch Upload

일괄 업로드

UI for IP-Holder

1. List of SCF (엑셀, KR 제공 양식) 작성

2. 업로드 상태 및
분류 상태 확인

3. “신규등록” 요청시
운용요원 확인후 “Archiving”완료
: 전 도면 암호화 22/27



KR-SCF Archive Center – View/Search

On Click: List of SCF information
Default:
선사 보유선박 리스트

UI for Shipowner

List-up by IP-Levels
(사용자 권한 확인)

On Click: 
View (Ordinary)

High: 
자료 열람 요청

키워드별 검색
(보유선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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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CF Archive Center – Admin

Default:
Archive된 모든 선박 리스트

회원관리

UI for SCF Operator

등록승인 High 열람
요청 관리

Log 

• 운용요원 역할: 
- 신규회원 등록(서면에 의한 신청 및 확인 후 계정 생성)
- 신규 업로드 호선 확인 및 승인
- 회원 권한 부여
- High IP 열람 요청 관리
- Web admin 및 기술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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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CF Viewer

• SCF 열람: 
- 사용자 권한 확인 (해당 선박, 해당 도면 (IP Level))
- SCF 파일 (암호화) à 범용 PDF 브라우저 열람 방지
- KR SCF Viewer (전용 뷰어)만 사용 가능

: License 관리

On Click: 
View (Ordinary)

KR SCF Viewer

범용 PDF Viewer

KR 암호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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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F Onboard

해당 호선, 
SCF Onboard 식별

KR 암호화
도면

• SCF Onboard: 
- 조선소 사용자 : 해당 호선의 SCF Onboard 도면 (KR 암호화) 파일 식별à

전자매체 (SD 카드/ USB)에 복사

- 전자매체: 전자도면, KR SCF Viewer 프로그램

- 사용자: 
* Internet Available: KR SCF Archive Center 웹 포탈 사용
* Offline: KR SCF Viewer 프로그램 (라이선스 관리/주기적 갱신) 사용

Dump

SD 카드

USB

OR

Ship-Owner

Onboard

KR SCF
Viewe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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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IMO GBS(Goal-based Ship Construction Standards) 

SCF(Ship Construction File) IS(Industry Standards) 대응

- 조선국 입장에서 IMO 강제사항 대응

- 제 3자 입장에서 한국선급이 SCF Archive Center 구축 및 운용

- 적용: ‘16.7 계약호선 또는 ’17.7 Keel Laying(계약서 부재시) 또는 ‘20.7 인도

- 대상: CSR-H (Harmonized Common Structural Rule) 적용선박

(길이 150m 이상의 Bulk Carrier와 Oil Tanker) 

- 내용: 선박의 SCF를 생애주기동안 육상보관센터(Archive Center)에 보관

ü KR SCF Archive Center 

- 시범운용 테스트 완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산하 전 조선소)

- ’16년 상반기 한국선급내 조직 신설 (인원 신규채용 예정: 정보보안 전문가)

- ’16년 7월 실 서비스

- ISO/IEC 27001 인증 획득을 통한 정보보안 공신력 확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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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플랜트 조선 컨퍼런스 2016

’16.1.22, 코엑스 3층 E홀

(사)한국선급 기술본부 연구소 IT 융합연구팀
* Ph.D., 책임연구원/Hull Surveyor, mjson@krs.co.kr, 070-8799-8571

손명조 책임연구원*



ü SCF(Ship Construction Fil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

à KR does not have any SCFs in KR è All SCFs are to be stored in KT Cloud

à KR does not have authority to access SCFs in KR SCF archive Center

à Only KR SCF Archive Center Operator can access and manage whole SCFs

à All activities in the web portal of KR SCF Archive Center are logged in files

ü Is it Safe? 

à Access to Cloud storage (SCF), DB Server (User Info., Authorization Info.) 

is limited by internal network of KT CDC  è Safe from hacking

à All SCFs are to be encrypted by KR S/W 

à SCFs only can be viewed by KR PDF browser after decrypting

à License of KR PDF browser are managed by SCF Archive Center Operator

(By physical mac address)

à Backup of SCFs are performed by KT to be stored in the different CDC 

FAQ of KR SCF Arch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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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Who can view which SCF?

à Shipbuilder user can view all SCFs that are uploaded by himself

(SCFs are managed by ship-based, and by shipyard-based)

à Shipbuilder user indicates shipowner when uploading SCF

à Shipowner user can view Ordinary IP level-SCFs of their own ship only

à If Shipowener user want to view High IP level-SCF (e.g. Lines), he must

get a permission from shipbuilder using KR SCF Archive Center web portal

à Shipowner can indicate ship-farer/class/flag/ship-crew who can access

SCFs for the certain ship

ü Can it be used in abroad? 

à English web portal is serviced on KT CDC which provides international data 

access service

ü Is there any other SCF Archive Center in the world? 

à Class NK (in cooperation of IBM Japan)

FAQ of KR SCF Archiv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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