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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동일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컨

테이너터미널에서는 수동처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영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 반출ㆍ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작업 처리 시 부정확한 자료 처리로

혼란 요소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 바코드 시스템에서 스캐너에 바코드를 직접 인식시켜야하기 때문에 처리 시간소요가 다소 길고 불편함 있

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하여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 RFID시스템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반출ㆍ입 처리 소요시간 단축하여

효율적인 게이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한편, 데미지 컨테이너 체크를 수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게이트 반입 할때 컨테이너의 손상여부 확

인 후 수기로 게이트 작업자가 직접 문서을 작성하여 보관하기 때문에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너 증거자료를 요청할때 증거자료로 제출하기에

불충분하여 고객으로부터 크레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게이트 작업자 및 인력에 의한 컨테이너 관리의 어려움 발생하였고 게이트

주변 인력의 컨테이너 관리 안전사고에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었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는 게이트 데미지 컨테이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하게 되면 영상 저장 시스템에 의한 컨테이너 관리가 가능하다. 컨테이너 손상정보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

너 자료를 요청 시 시스템에 저장 되어 있는 데미지 컨테이너 영상을 검색하여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고 고객으로부터의 크레임 대비가 가

능하다. 또한, 게이트 관리 인력 업무의 통합으로 인력 감소 및 게이트 부근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였다.

핵심용어 :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바코드 시스템, RFID 시스템, 데미지 컨테이너, 크레임, 안전사고

Abstract : As container vessels get larger, container terminals are also likely to grow. The problem that arises is that the growing
volume should be handled in the same amount of time as before. Container terminals are introducing an automation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manual methods and to continuously reduce operating expenses. Because, Manual handling of
carrying containers gate in and out of terminals causes inaccurate data, which results in confusion. An alternative is for containers to
be labeled with barcodes that can be scanned into a system with a scanner, but this takes quite a long time and is inconvenient. A RFID
system, also known as a gate automation system, can solve these problems by reducing the time of gate management with a technology
that detects number identification plates, helping operators more efficiently perform gate management work. Having said that, with this
system, when container damage is detected, gate operators make and keep documents manually. These documents, which are insufficient
evidence in proving container damage, result in customer claim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gate operators and other workers to manage
containers, exposing them to danger and accidents. This study suggests that if an automation system is introduced at gates, containers
can be managed by a video storage system in order to better document damage The video system maintains information on container
damage, allowing operators the ability to search for videos they need upon customer request, also allowing them to be better prepared
for customer claims. In addition, this system reduces necessary personnel and risk of accidents near gates by integrating a wide range
of work.

Key words : Container Terminal, Automation System, Barcode System, RFID System, Damage Container, Claims, Risks of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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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 내에서 동

일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수동처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

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영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항만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전체 물동량에 발생되는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항만에서는 점차 높아

지는 인건비와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이용과 작

업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 시설의 자동화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Hong and Le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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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구조물은내륙의화물운송도로와항만과연계되는시작점이

며, 화물차량의원활한소통과 항만내 이동장비의 동선체계와 밀접한

관련이있기때문에화물처리의신속성을기하기위한게이트위치선

정은매우중요하다고제시하였다(Hong and Chung et al., 2003).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은 주ㆍ야간 외부환경의 영향 없이

24시간 365일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게이트를 통

과하는 차량번호 및 컨테이너를 즉시 인식하여 차량과 컨테이

너의 통과 여부를 즉시 자동 판별 할 수 있도록 게이트 자동

화 시스템을 구축 하여야 한다.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 반출ㆍ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작업 처리 시 부정확한 자료 처리로 인한 혼란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바코드 시스템에서 컨테이너 번호 확인이 불가

한 현실에 있어 게이트의 자동화 수준은 미비한 수준이며, 바

코드를 이용한 게이트 운영 시스템은 2000년 이전 설립된 우

리나라 대부분의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구축 운영 중이며 인식

률 100%를 자랑하는 검증된 시스템으로 운영자 및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바코드 인식 시스템

은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가장 큰 장점과 인식률 100%라는 장

점 및 구축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바코드 시스템 문제점을 보완한 RFID 시스템은 차량 및 컨

테이너 번호를 동시에 인식하는 게이트 자동화 기술이다.

RFID를 이용한 게이트 운영 시스템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신규개장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구축 운영 중이며 인식률 99%이

상을 자랑하는 검증된 시스템으로 운영자 및 고객에게 신속하

고 정확하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RFID 시스템을 이

용하여 차량 번호를 인식하고 사전 정보를 통해 얻어진 컨테이

너 번호의 정보가 시스템에 인식하는 시간이 빠르고 오류가 없

다는 점에서 게이트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그리

고, 정확한 게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반출ㆍ입하는 차량 및 컨테이너에 대해 게이트 반출ㆍ입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다. RFID 인식 시스템은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가장

큰 장점과 인식률 99% 이며 구축 및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컨테이너에 대해 데미지 컨테이너 관리

자동화 시스템이 없는 기존의 게이트에서는 게이트 한 라인에

상부 및 측면부위 컨테이너데미지체크하는담당자가각 1 명이

무전으로 게이트 센터 담당자에게 데미지 유ㆍ무을 송수신하면

이를확인하고컨테이너번호및차량번호를체크하여최종데미

지 유ㆍ무를 판단하여 장치장을 할당한다. 또한, 데미지 컨테이너

정보는문서로보관되며고객이 컨테이너 데미지 자료요청 하면

Fax 및 우편으로 전달한다.

데미지 컨테이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게이트 센터

담당자가데미지관리시스템화면을통해서차량번호 및 컨테이

너번호를 확인하고 상부, 측면부위의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하

여 최종데미지유ㆍ무를판단후 장치장을할당한다. 또한, 영상

저장 시스템에 의한 컨테이너 관리가 가능하여 컨테이너 손상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하게 되면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너 자료

를 요청 시 동영상 검색을 통해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여 고

객으로부터 클레임 대비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부산항 및 인천신항에 위치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데미지 컨테이너터미널 자동화 시스템을 실제 개발,

적용, 운영하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기능을 살펴본 후 실제로 적용하여 기존 게이트

터미널 시스템과 게이트 데미지 시스템의 비교 분석 및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시설 현황은 Table 1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부산항, 인천신항으로 해당 컨테이너터

미널은 국내 항만산업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속적인 성장

을 보이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컨테이너터미널이다.

Table 1 Destination container terminal research facility

Categor
y

Busan Port (A) Incheon Port(A)

Cargo Exclusive Container Terminal

Length 1,500(m) 800(m)

Depth 15 ~ 16(m) 14 ~ 16(m)

Number 5,000

(Teu)X 4

3,000(Teu)X 1,

2,000(Teu)X 2

Capacity 120 million Teu 60 million Teu

Source : Busan port authority, incheon port authority

2. 선행연구 고찰

컨테이너터미널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크게 컨테이너터

미널에 적합한 게이트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야드 자

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본선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등으로 대별된다.

먼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적합한 게이트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련 주요 연구는 RIFD를 게이트에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컨

테이너터미널을 대상으로 게이트에서 RFID 수용의도와 적용성

과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결과 기술 안정성을

제외하고 시스템 품질, 보안성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수용의도는 적용성과에 대한 영향도를 제시하였다(Go and

Chang et al., 2010). RFID 태그인식률이 99%이상으로나타났고

터미널 내부 운영시스템과 원활한 데이터 연계로 차량의 게이트

반출·입 시간이 2배 이상 단축되어 일일 평균 컨테이너 처리 작

업량이 4배 이상 증가되어 효용성을 입증하였다(Cho., 2011).

RFID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기술을 동시에

적용해 이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한 RFIDㆍOCR 기반의 자동

화 게이트 시스템을 개발하여 게이트에 적용하여 컨테이너터

미널 게이트의 인식업무를 개선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게이트

운영 시스템을 제시하였다(Choi, Park, Shin, and Yavuz

KECELI et al., 2007).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RFID 적용을 게

이트에서 RFID 실증실험과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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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실증실험을 통해 RFID 현

업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RFID가 적용되

었을 경우의 정량적인 업무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계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에서의 RFID 도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결과 값을 비교

분석 제시하였다(Lee, Jang, Kim and Yoo et al., 2007).

유비쿼터스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RFID를 이용한 항

만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목적으로 컨테이너 자

동식별을 위해 RFID 기술을 활용한 항만 게이트 자동화기술과

게이트와 통신 및 컨테이너의 입출고 처리를 위한 웹 프로그램

기술과 네트워크 플랫폼을 위한 무선 임베디드 라우터 기술 기

반으로 설계 및 구현 제시하였다(Ro and Kim et al., 2006).

야드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주요 연구는 트랜스퍼 크레인

의 야드 작업과 컨테이너 크레인의 본선 작업에서 적외선 통신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확히 야드 트랙터를 인식할 수 있는 적외

선 통신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한계는 보다 다양한 외부환경 하에

서의 적외선 통신시스템의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Hong and Kim et al., 2013).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화 장

치장 크레인의 작업 할당을 위한 평가 기준을 고안하고, 평가

결과를 취합하기 위한 가중치를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

적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Wu, Yang and Choe et al., 2012).

컨테이너 터미널의 복수 규칙 기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배차전략 최적화 분석을 위해 단순 규칙 기반 배차는 근

시안적 특성으로 인해 배차의 다양한 성능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

하는한계가있어이를극복하기위해복수규칙기반의배차전략

을 제안하고 복수 휴리스틱 기반 배차 전략은 여러 규칙의 가중

합으로 구성되며 규칙 사이의 가중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다목적

진화 알고리즘을 적용 제시하였다. 한계는 배차전략이 다양한 상

황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무엇인지에 대한 방안

을 제시 하지 못 했다(Kim, Choe, Park and Ryu et al., 2011). 교

행이 불가능한 두 대의 자동화 크레인을 운영하는 자동화 컨테이

너 터미널의 장치장을 대상으로 국지적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해

실시간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방안은 실

시간 제약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현재 이후 일정 시간의 작업만

을 작업 계획의 대상으로 삼으며, 장치장의 동적인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작업이 요청될 때마다 작업 계획을 다시 수립한

다고 제시하였다(Park, Choe and Ryu et al., 2007).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재정돈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인의 유

휴시간이 제한적이므로, 전체 컨테이너 중 일부를 재정돈 대상

컨테이너로 선택하여 재정돈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재정돈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해 크레

인의 작업 계획을 수립 제시하였다(Kim, Park, Park and Ryu

et al., 2009).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배차 전략을 대상으로 안벽 크레인의 대기시간과 AGV

의 주행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AGV에 작업을 할당하는 것으로

터미널 환경의 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계획 결과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수정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의사결정 시간이 짧

은 단순 규칙 기반 배차가 많이 쓰인다. 단순 규칙 기반 배차는

근시안적 특성으로 인해 배차의 다양한 성능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 규칙 기반의 배

차 전략을 제안한다(Kim, Choe, Park and Ryu et al., 2011).

본선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주요 연구는 장비들의 동기화

를고려하여 CC, AGV, ATC로 이루어진 본선작업을 부하 작업

과 무 부하 이동 요소 작업으로 분류하여 일정계획에 관한 연구

를 제시하였다. 즉 일정계획은 기존의 근시안적 운영규칙들을 이

용하여 초기 일정계획을 수립한 뒤 이웃해 탐색방법을 사용하여

일정계획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Lee., 2005). 본선작

업의 개선을 위하여 다수의 플래너를 이용한 양ㆍ적하 작업계

획을 수행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며, 플래너(Pla간의

정보공유로 작업계획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다중분

산 본선작업 계획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아레나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Choe, Shin,

Kwon, Shon, Park and Joo et al., 2009).

터미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간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선적계획을 수정하여 작업자

에게 효율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으로 실시간 상황을 고

려하여 GC의 작업 순서를 재결정 하는 모형과 GC의 배정을

재결정하는 모형, Bay내 컨테이너 작업순서를 재결정 하는 모

형을 제시하였다(Seo., 2006).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의 효율

을 높이기 위해서 안벽크레인의 일정계획이 중요하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저장하는 장치장은 복수 선박이 같이 사

용하기 때문에 안벽크레인의 스케줄을 작성할때 야드 크레인과

야드 트럭의 혼잡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 장치장 운영을 동시

에 고려하는 안벽 크레인 운영을 위한 스케줄링 방법을 제시하

고 메타휴리스틱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제

시하였다(Wang Yan., 2008).

수직 배치형 장치장 블록형태의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

상으로안벽에서컨테이너의양·적하작업을수행하는안벽크레인

에 대한 하역 생산성을 평가하고, 분석 대상이 되는 안벽 크레인

의유형으로기존의싱글트롤리타입외에차세대안벽크레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듀얼트롤리 더블트롤리, 수직순환식의 하역방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박의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이들 각각에 대

해 기계적 생산성과 순작업 생산성을 산출해 보고 안벽크레인의

순작업 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해 각 장비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

을 수립 제시하였다(Hi and Choi et al., 2005).

선행연구의 컨테이너터미널에 적합한 게이트 자동화 도입 방

안에 관한 연구, 야드 자동화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본선 자동

화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한계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해당 연구에 대한

데미지 컨테이너 자동화 시스템구성을 알아보고 실제로 적용하여

기존 게이트 터미널 시스템과 게이트 데미지 자동화 시스템을 비

교 분석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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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

ation
Bar Code RFID

Table 2 Gate operating system comparison

Target

Recogniti

on

- Vehicles number - Vehicles number

Vehicle

Recognition

/

Expandabili

ty

- Barcode possession

- Barcode system

change number or

Vehicle Barcode newly

issued replacement

- RFID tags affixed to

vehicle

- Vehicles number

changed Card reissue

Security
- Reissued if lost

(possible forgery)

- Reissued if lost

(possible forgery)

Recogniti

on Rate
100% 100%

Investme

nt Costs

- Low Investment

Costs

- The initial investment

cost occurs when too

much affixed to all

vehicles

3. 게이트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현황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 업무 프로세스 및 수동 게이트

시스템과 자동 게이트 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ㆍ외 게이

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다.

3.1 게이트 업무 프로세스

게이트 업무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Fig 1과 같다. 선사 혹은

운송사에서 반출ㆍ입 예정정보(Copino)를 전송하며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사무실에서 전송 데이터 확인 후 문제가 있으

면 문제가 되는 코드를 수정하여 재전송을 요청한다, 전송 데

이터가 맞고 게이트에 차량이 도착하게 되면 RFIDㆍ바코드를

인식하고 터미널에 맞는 자료가 모두 들어 왔는지 차량이 야

드에 진입직전 게이트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효성 체크를 진행

한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맞으면 장치장 위치가 표시된 슬

립이 발행 된다. 모든 정보가 맞으면 차량이 야드로 진입되고

시스템은 Job Order가 생성되는 업무 프로세스이다.

Fig. 1 Gate business process

3.2 게이트 시스템의 현황

Table 2은 바코드 시스템과 RFID 시스템의 게이트 시스템

을 비교분석 자료이다. 바코드 시스템와 RFID 시스템은 게이

트 진입 시 차량번호로 인식되고, 투자비용은 바코드 시스템

이 저렴하고, RFID 시스템은 차량용 태그 투자비용 과다하게

많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이트 시스템 중에 하나인 문자인식(카메

라) 시스템 비교 자료는 제외하였다.

Source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ntainer terminal

pooling system

3.2.1 수동 게이트 시스템

수동 게이트 시스템의 구조는 Fig 2과 같다. 컨테이너를 실

은 차량이 게이트에 진입하여 게이트 바코드 ATM에서 정차

하면, 컨테이너 상측 손상을 게이트 상측에 있는 사람이 확인

하고, 컨테이너 좌, 우, 후면은 게이트 지상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 손상을 확인하여 무전기로 데미지 이상 유무를 게이트 센

터에 전달하고 컨테이너 정보를 비교하여 이상이 없으면 차량

진입이 완료된다. EIR 자료를 작성하여 문서로 보관한다. 고객

이 컨테이너 데미지 자료요청 하면 Fax 및 우편으로 전달한다.

Fig. 2 Busan port (A)

3.2.2 자동 게이트 시스템

자동 게이트 시스템 구조는 Fig. 3과 같다. 컨테이너를 실은

차량이 게이트에 진입하게 되면 차량 및 컨테이너 감지 센서

가 인지하게 된다. 차량이 저속으로 게이트를 통과할 때 데미

지 컨테이너 시스템에서 컨테이너에 대한 영상 촬영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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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Vehicle number Container number
Container

damage

Stacking

location

HKT
OCR + BarCode

System

OCR + BarCode

System

Do not

check
SLIP

DPCT BarCode System Gate worker
Visually

check
SLIP

BNCT RFID System
CCTV+Damage

System
System SLIP

Table 3 Container terminal status at Domestic and Abroad

PNC
OCR + BarCode

System
OCR System

Visually

check
SLIP

PNIT RFID System Gate worker
Visually

check
SLIP

HJNC RFID System
CCTV +Damage

System

Visually

check
SLIP

HPNT RFID System
CCTV +Damage

System
System SLIP

HJIT RFID System
CCTV +Damage

System
System SLIP

HSGT BarCode System Gate worker
Visually

check
SLIP

KIT BarCode System Gate worker
Visually

check
SLIP

CTA Magnetic card Magnetic card Pre-gate Jop Ticket

SSA OCR System OCR System Pre-gate -

TMP OCR System OCR System Pre-gate
Magnetic

card

HIT OCR System OCR System CCTV -

OI OCR System OCR System - -

지고 데미지 컨테이너 유ㆍ무가 게이트 센터 담당자에 의해 판

단되면 TOS에 컨테이너의 데미지 정보 및 컨테이너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게이트 센터 담당자에 의해서 컨테

이너 정보를 요청하면 이상이 없으면 차량 진입이 완료된다.

EIR 자료는 시스템에 기록 저장하고 고객이 컨테이너 데미지

정보 요청 하면 메일로 전송한다.

Fig. 3 Busan port (A)

3.3 국내ㆍ외 게이트 시스템 현황

국내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의 경우 바코드 및 RFID를 이

용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번호의 경우는

게이트 센터에서 CCTV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현장

에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 데미지 컨테이너는 육안 확

인 및 확인 안하고 있다. 국외 컨테이너터미널 게이트의 경우

OCR을 통해 차량번호 및 컨테이너 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데

미지 컨테이너는 사전 정보 및 CCTV로 확인하고 있다.

Table 3은 국내ㆍ외 컨테이너터미널의 게이트 운영 관련

현황을 살펴 보았다. 국내 컨테이너터미널의 HKT, DPCT,

PNC 경우는 RFID, 바코드, OCR 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이트

를 관리하고 있고 PNIT, HSGT, KIT 경우는 게이트 작업자

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BNCT, HJNC, HPNT, HJIT는 데미

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컨테이너를 관리하고 있다. 국외 컨테

이너터미널의 CTA, SSA, TMP, HIT, OI 경우는 Magetic

Card 및 OCR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Source : A design of automated gate in & out at container

terminals based on RFID technologies

4.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본 연구에서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이트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조사하였다.

4.1 데미지 컨테이너 업무 프로세스

Fig 4은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에 게이트 데미지 컨테이너

업무 프로세스이다.

차량이 게이트로 진입하면 인식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된다.

인식 서버 도작은 센서 조건 별 인식기 동작하게 되며 차량

과 컨테이너 사이즈를 구분한다. 문자인식이 정상적이면 인식

결과를 저장하고, 비정상적이면 경보를 발생하고 에러 메시지

를 출력한다. 인식 서버가 동작 한때 촬영위치가 맞으면 이미

지 촬영이 되고 위치가 안 맞으면 촬영위치에 맞게 조정을 한

다. 문자 인식결과와 촬영 이미지를 비교하여 정상적이면 촬

영 이미지를 병합하여 DB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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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Product

Name
Product Contents

RFID

Reader

ITP-U9R
- Frequency : 865 ~ 953MHz

- Tag : ISO18000-6B/6C, EPCClass1 Gen2

-RFoutput : Max 1W, step:1dBm

- Modulation : PR-AS

- System OS　: Embe d d e d

Table 4 Wireless LTE details specification

Linux 2.6.29

RFID

Antenna

MAC260

- Frequency : 860∼960 MHz

- Polarization : RHCP

- VSWR : Under 1.3 : 1.0

Sensor

BA2M-DDT-P
- Sensing distance :２ｍ

- Power supply : 12 - 24 VDC

- Control output: PNP

Camera

(Front and

rear)

SCO-2081R

- High resolution of 700TV lines

- Min. Illumination 0Lux (IR LED

on), IR distance 50m

- 3.6x varifocal lens (2.8 ~ 10mm)

- Day & Night (ICR), SSNRIII, Defog

- Coax : Pelco-C (Coaxitron), Dual power

- IP66

Camera

(Side)

SNF-7010 - 360° fisheye, 3 megapixels, 1080p 20fps

- Digital PTZ, Bi-directional audio

- SDXC support

- IK10 and EN50155 certifications on

outdoor version

Fig. 4 Incheon port (A)

Fig 5는 게이트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구축 사례로 차량

이 게이트를 진입할 때 데미지 컨테이너 확인 및 게이트 진입

하는 컨테이너 영상을 컨테이너터미널 시스템 TOS에 이미지

를 저장한다.

Fig. 5 Incheon port (A)

4.2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구성

Table 4는 실제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사용한 데미지 컨

테이너 게이트 구축에 사용된 장비로 RFID, CCTV, 차량 및 컨

테이너 체크 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Source : Incheon Port(A)

Fig 6은 실제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적용되는 데미지 컨

테이너 시스템 흐름도이다. TOS에서 영상 좔영을 위해 대기

상태에서 센서 신호를 송수신한다. 차량이 게이트를 진입하여

센서가 반응하면, 신호 로직이 작동하고 신호 변환이 발생하고

신호에 따라 영상을 촬영하게 된다. 영상 촬영 이미지를 이미지

저장 DB에 저장한다. 데미지 컨테이너 유ㆍ무를 판단하여

TOS 정보와 병합하여 TOS DB에 전송한다. 이를 이용하여 사

후에 차량 및 컨테이너 정보를 이용하여 데미지 컨테이너 영상

및 이미지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Fig. 6 Incheon port (A)

Fig 7은 실제 인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게이트로 진입하는

컨테이너 상태를 게이트 센터 담당자가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

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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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cheon port (A)

게이트 자동화 시스템화면은 차량번호, 컨테이너번호, 상부,

측면부위의 컨테이너 상태를 게이트 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데미지 컨테이너가 확인 되면 시스템에 데미지 크기 및 위치

정보를 확인 체크하고 저장 한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에

인식 된 게이트 진입하는 컨테이너 영상을 컨테이너터미널 시

스템 TOS에 이미지를 전달하여 TOS DB에 저장한다.

게이트 반출ㆍ입 시스템은 주ㆍ야간 외부환경에 영향 없이 24

시간 365일 정상적으로운영되는곳이다. 데미지 컨테이너시스템

이없는게이트에서는게이트한라인에상부및측면부위컨테이

너데미지체크하는담당자각 1 명이무전으로게이트센터담당

자에게 데미지 유ㆍ무를 송수신하면 이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번

호및차량번호를체크하여최종데미지유ㆍ무를판단하여장치

장을 할당한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게이트

센터담당자가데미지시스템화면을통해서차량번호 및 컨테이

너 번호를 확인하고 상부, 측면부위의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

하여 최종 데미지 유ㆍ무를 판단 후 장치장을 할당한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의 도입 효과는 부산 A컨테이너 터미

널 운영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

하기 전 부산 A컨테이너 경우 총 20명이 게이트에서 교대로 근무

를 했었다.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을 도입 후에는 게이트 근무

인원을 7명 줄여서 총 13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운영 인력 약

40%를 감축할 수 있었다.

컨테이너 처리시간도상부, 측면, 게이트 센터담당자 컨테이너

데미지상태를 체크하는시간은 1분정도 소요되었으나, 시스템 도

입 후에는 게이트 센터에서 담당자가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화

면 통해 체크하기 때문에 30초 정도로 1 Van당평균처리 시간을

약 50%줄이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처리 수량은 1

분당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도입 전에는 1대 처리 했으나 시스

템도입후에는 2대를 처리 할수가있어서 1분당 평균처리 수량

은 약 200%로 증가 하였다.

5. 결 론

게이트 데미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데미지 손

상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어 고객이 데미지 컨테이너

자료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검색을 통해 증거 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 데미지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세부적

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1 Van당 평균 처리 시간

약 50%로 빠르게 처리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두번째, 컨테이너

처리수량은 1분당데미지컨테이너시스템도입전에는 1대처리

했으나시스템도입후에는 2대를처리할수가있어서 1분당평균

처리 수량은 약 200%로 증가 하였다. 세번째, 게이트 관리 인력

의 통합으로 운영인력약 40%정도줄일수있다. 네번째, 게이

트 주변 인력의 컨테이너 관리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 할 수 있

었다. 다섯 번째, 데미지 컨테이너 정보를 고객이 요청 시 해당

컨테이너 동영상 검색을 통해 증거자료 제출이 가능하여 고객으

로부터 크레임 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 도입의 문제는 첫 번째,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두 번째, 반출ㆍ입되는 컨테이너의

외관을 촬영하여 저장되는 공간 확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반출ㆍ입되는 컨테이너가 누적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촬영 동영상

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여유 저장 공간이 확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데미지 컨테이너 시스템의 장비 고장에 대비하

여 매일 게이트 설비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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