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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how can we guarantee 

terminal quality of service like ship waiting time 

ratio and ship residing time applying RFID(Radio 

Frequence IDentification) technology, raising up 

rapidly as a fundamental solution of new growing 

industry, to port information system. Also, lead time 

of whole port logistics can be decreased for 

reduction of loading & discharging time resulted 

from productivity improvement of G/C(Gantry 

Crane) and YT(Yard Tract) etc as applying RFID 

technology to terminal operation.

I. 서론 

  세계 경제규모의 확 와 국제 교역의 지속 인 증가

로 인해 국가간 무역의 추 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항만산업의 비 이 차 커지고 있다. 컨테이  물

동량의 증가에 따라 선사는 선박의 형화를 통한 규

모의 경제 달성으로 비용 감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형 컨테이  선박의 출 에 따라 컨테이  터미

은 하역 작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선박의 재항시간

을 단축하기 해 신설되는 부산신항만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되는항만에서는 20 피트 컨테이  박스 두개

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트 리 트 갠트리크래인

(Twinlift Gantry Crane)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이와 

동시에 운  효율은 증 시키고, 비용을 감시키기 

한 방안으로써 IT 기술을 하역 장비  항만 설비 

그리고 항만 운 에 극 도입하고 있다. 컨테이  터

미  게이트의 경우 바코드(Bar-Code) 시스템과 

CCTV를 이용한 상인식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최

근 RFID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컨테이 에 사용되는 

433MHz 역의 RFID 표 화 문서인 ISO/IEC 

18000-7의 메시지 포맷을 분석하여 아직 정의되지 않

은 N 바이트의 Parameter 필드에 효율 인 트 리

트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지

정함으로써 컨테이  터미 의 하역 생산성을 개선하

는 방안에 해 제안한다. 

II. 항만물류시스템 황

2.1 RFID 도입에 따른 항만물류시스템의 사례 분석 

  재 선진 항만에서는 RFID  무선네트워크 등의 

IT 기술을 항만에 활용하여 물류 인 라의 자동화, 신

속화  보안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컨테이 에 용되는 433MHz 역의 RFID 기술의 특

징은 긴 인식거리(100m)와 실시간 추   컨테이  

내부 습도, 충격 등의 환경 센싱이 가능하다. 미국, 

국 등은 군수조달의 신속성  안정성 강화를 목 으

로 RFID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1.1 SST (Smart & Secure Trade-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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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테러 등의 국제 상거래상의 보안 이슈가 부각

되면서, 해운을 통한 수출입 화물에 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토보안부 주

도로 주요 항만, 선사, 화주들이 참여하는 Smart & 

Secure Trade-Lane 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로젝트는 세계 컨테이  물류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3

 터미  운  업체인 HPH, PSA, P&O Ports를 포

함한 65개 트   20개 선 회사, 12개 솔루션 업

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컨테이  거래의 85%를 

차지하고 있다[1]. 

2.1.2 APEC STAR-BEST 로젝트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APEC)는 2003년 아태지역 

해운 화물 보안 강화를 목 으로 공 망 보안 시스템 

구축을 한 Pilot 로젝트인 STAR-BEST Project를 

추진하 다. RFID를 활용한 스마트 컨테이 의 사용으

로 컨테이  보안 강화를 통해 수출입/통  로세스 

자동화, 항만 자동화, 컨테이  치 추 , 재고 리 

등이 가능하다. 컨테이 에 부착된 RFID 태그가 리더 

 사인포스트를 지날 때 마다  컨테이 의 치와 상

태 추   데이터 송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

로 이루어진다[2]. 

2.2 장치장  안벽에서 RFID 기술 활용의 한계성

 RFID 기술을 항만 물류시스템에 활용하는 항만은 이

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티엔, 싱가폴  유럽, 

미주 컨테이  터미 은 433Mhz 역의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컨테이  흐름을 자동화하고, 보안성 강화를 

통해 신속하고 안 한 국제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컨테이  장치장이나 안벽

작업에서는 RFID 기술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2004년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RFID 기반 항만

물류 효율화 시범사업“에서도 컨테이  장치장과 안벽

에서의 양 하 작업 부분은 시범 사업에서 제외되었

다. 이러한 이유는 재 개발되고 있는 433MHz 역

의 RFID 기술은 장치장과 안벽 등 RFID 태그가 집하

되어 있는 경우 태그의 정확한 치 추 에는 한계성

을 가진다. RFID 리더기는 일정한 거리에 있는 태그의 

존재 정보는 악할 수 있지만 태그가 부착된 개별

인 컨테이 의 실시간 치 정보는 악 할 수 없다. 

이러한 RFID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RFID 기반의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FID　 기반의 RTLS 기술은 RFID 

태그가 집하된 곳에서 실시간 으로 치를 추 하는 

기술이다. 장치장 는 안벽의 컨테이 에 부착된 

RTLS 태그는 능동 무선 태그로 2분마다 신호를 송

한다. 장치장 는 안벽에 있는 리더기가 신호를 포착

한 후 3각측량을 통해 실시간으로 컨테이 와 트 일

러의 치를 악할 수 있다[4][5]. 

2.3 재 트 리 트 갠트리크래인 하역 시스템의 한계성

  트 리 트 갠트리크래인은 이미 싱가포르, 홍콩 등 

해운선진국에 상당수 보 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신선

 터미 의 일부와 신항만, 신감만 부두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 으로 가동되는 부산신항에서

는 1만TEU  이상 형 컨테이 선에 한 하역작

업을 해 한번에 2개의 컨테이  이동 작업이 가능한 

트 리 트 시스템이 도입되어 항만 생산성이 크게 향

상될 것으로 기 되고 있다.

<그림.1> 트 리 트 갠트리크래인이 설치된 컨테이  

터미 의 운 시스템 

<그림.1>은 트 리 트 갠트리크래인이 설치된 컨테

이  터미 의 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하되

는 컨테이 들은 선박이 입항하기 일정 시  이 까지 

터미  외부에서 게이트를 통하여 반입되어 사 에 계

획된 장치장의 공간에 장치된다. 컨테이  반입이 완

료되면 장치장에서의 장치 상태와 선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  계획에 따른 하 순서에 따라 컨테이

 하 작업을 시작하지만 거의 모든 작업이 수동으

로 작업된다[3]. 재 트 리 트 갠트리크 인을 이용

한 하역시스템은 기사의 수동 작업에 따른 운  계획

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 을 지낸다. 첫째, 장치장에서 

트랜스퍼크래인의 재작업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트랜스퍼크래인은 안벽에서 트 리 트 작업을 

고려된 하 작업을 계획 할 경우에는 동일한 목 지

와 량이 비슷한 컨테이 를 안벽으로 운반하기 해

서 많은 재작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체 하역시간

에 향을 미친다. 둘째, 장치장에서 야드 트랙터를 통

해 안벽으로 이동되는 컨테이 에 한 목 지 정보 

 무게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함으로써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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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셋째, 기존의 트 리 트 

작업은 안정성에 문제 을 가진다. 실제 터미 에서 

실행되고 있는 트 리 트 작업은 갠트리크래인 기사

의 오랜 경험에 의에서만 작업한다. 기사는 20피트 컨

테이  박스를 두개 동시에 집어 들어 올린 후 경험에 

의해 트 리 트를 시도한다. 일정한 높이를 든 후 무

게 차이를 감각 으로 인식하여 가능하다고 단될 경

우에 트 리 트를 시도하고 그 지 않을 경우에는 다

시 원 치에 내려놓고 하나씩 작업한다. 

III. RFID 기술을 활용한 컨테이  

터미 의 생산성 개선을 한 방안 제안  

 

3.1  433MHz RFID 태그 로토콜 스택 제안 

  RFID 표 화란, 태그와 리더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

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무선인터페이스 는 로토콜을 

규정하는 것으로, ISO와 IEC의 JTC1이라는 조인트 기

술분과 원회내 SC31 WG4 SG3에서 ISO 18000 시

리즈에서 RFID 표 화 작업을 진행 이다. <표.1>은  

ISO/IEC 18000 시리즈의 표 화 내용이다.

  

<표.1> ISO/IEC 18000 시리즈의 표 화 내용

18000-1 : 무선 인터페이스 기본 라미터 정의 

18000-2 : 135kHz에서 운용, 동물 추

18000-3 : 13.56MHz에서 운용, 스마트카드, 도서 리

18000-4 : 2.45GHz에서 운용

18000-5 : 5.8GHz에서 운용

18000-6 : 860-930MHz에서 운용, 공  사슬 리

18000-7 : 433.92MHz에서 운용, 컨테이

<자료>: IITA 정보조사분석 , 2004.

<그림.2> 제안하는 433MHz RFID 태그의 메시지 필드 형태  

<그림.2>는 ISO/IEC 18000-7에서 진행 인 RFID 태

그의 메시지 포맷이다[6]. 메시지 포맷을 분석해 보면 

재 N 바이트의 Parameters 필드는 아직 사용 용도

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N바이트의 Parameters 필드를 

안벽  장치장의 효율 인 운 을 해 새로운 용도

로써 제안한다. 433MHz RFID 태그는 능동형으로 터

미 운 사는 필요에 따라 RFID 태그에 항만 운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할 수 있다. <표.2>는 

N바이트의 Parameters에 새롭게 제안한 필드에 한 

이름과 기능을 설명한다.

<표 2> 제안하는 메시지 필드의 명칭과 내용

제안하는

 필드명칭

비트

수 
내용

목 지항만주소 6 64개의 주요 항만 지정 가능

컨테이  량 5 32개의 량 표시 가능

험물 1 험물 컨테이  : 1 표시

냉동 1 냉동 컨테이  : 1 표시

FCL 1 Full Container Load : 1 표시

환 1 환  컨테이  : 1표시

3.2 RFID 기반의 RTLS를 활용한 하역 작업 

<그림 3> RFID 기반의 트 리 트 하역 작업

<그림.3>은 실시간 치 추 이 가능한 RFID 기반의 

RTLS 기술을 컨테이  터미 의 장치장과 안벽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한 제안한다. 먼  하 작업에서

는 장치장의 트랜스퍼크래인에 장치된 RFID 기반의 

RTLS 리더기는 야드에 있는 컨테이 의 RFID 태그

의 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다. 장치장의 

트랜스퍼크래인은 <그림.2>에서 제안한 필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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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  효과 

선사

화주

- 양 하작업의 개선으로 인해 선박의 재항시간 감

  소로 인한 용선료 감  선박 가동률 증가 

- 체 항만물류의 리드 타임 감소  물류비 감소

- 선내이동 감소에 따른 추가 인 요율 할인 

- 선박 가동률 향상에 따른 선사의 고정비 감소로 

  인한 화주의  추가 요율 할인 기

터미  

운 사

- RFID 기술을 활용한 트 리 트 하역작업에 따른 

  안벽 생산성 개선으로 인한 G/C 소요 수 감소 

- 트 리 트 작업 증가에 따른 YT 수 감소

- 자동화 작업에 따른 안 성 확보  인건비 감

- 선박 형화 추세에 따른 하역 생산성 극 화기

- 기항지 축소에 비하여 지역내 항만에 차별화된 

  경쟁력 향상

획득하여 먼 , 목 지 항만으로 분류하고 량, 험

물, 냉동, 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안벽에서 효율

인 트 리 트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게 야드 트랙터를 

통하여 안벽으로 이송한다. 만약 이송된 컨테이 가 

트 리 트 작업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 으로 RTLS 

리더기는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안정 인 트 리 트 

작업을 할 수 있다. 안벽에서 양하작업은  기항지에

서 트 리 트 작업을 고려하여 하되었기 때문에 양

하작업의 효율성은 한층 높아진다. 트 리 트 갠트리

크래인에 부착된 RTLS 리더기는 <표.2>에서 제안된 

필드를 RFID 태그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효율 으로 양하 작업이 가능하다.    

<그림.4> 제안 방안에 따른 선형별 하역 생산성 

<그림.4>는 40피트 컨테이 와 20피트 컨테이 의 환

산 비율을 1.5로 용한 선형별 LPC 물량에 따른 하역

생산성을 나타낸다. 체 물동량을 150만 TEU로 가정

할 때 40피트 컨테이 가 100만TEU, 20피트 컨테이

가 50만TEU로 구성되어 컨테이  개수의 비율은 동

일하다. 싱 호이스트 갠트리크래인은 하역 작업등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시간당 28개의 컨테이  하역 작

업(28Van/h)을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하 고, 트 리

트 갠트리 크래인은 시간당 32개로 하역 생산성을 지

정하 다. 사례1,2,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RFID 기

반의 트 리 트 작업이 고려될 때 각각의 생산성 증

가율에 따른 하역 작업 시간을 나타낸다. 소형 선박의 

경우 싱  호이스트의 작업시간과 사례3의 작업시간과

는 2.5시간 정도 작업시간이 개선되었지만 하역 물량

이 많은 형선의 경우에는 22시간 이상 빠른 하역 

시간을 보 다. 따라서 제안하는 트 리 트 방식의 

하역 작업은 재 선박의 형화 추세에 있어 더욱 효

율 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표.3>은 제안하는 하역 

시스템에 따른 선사와 화주  컨테이 터미  운 사

의 기 효과에 한 분석이다.

<표.3> 제안하는 방안의 기 효과 분석

 Ⅳ. 결론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RTLS 기술을 컨테이  

터미 에 활용함으로써 컨테이  터미 의 하역 시스

템의 생산성 개선 방안에 해 제안하 다. 

향후 과제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컨테이  터미  

효율성에 련된 라미터를 연구하여 RFID 태그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로 제안한다. 한 재 제안한 트

리 트를 고려한 하역 시스템을 모형화하여 선박 

형화에 따른 안벽의 생산성 증가율과 장치장 장비 소

요 수 산정에 해 시뮬 이션을 실행함으로써 항만 

설계시 안벽  장치장 장비의 소요 수 산정에 활용

하는 방안에 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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