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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선박이나 해양플랜트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층으로 설계하여 건조되고 있어 대형장비나 

각종 보급품, 해양환경의 특성상 장기 승선근무를 

위한 물품과 같은 화물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기존의 인력에 의한 화물의 이동은 복

잡한 구조로 형성된 해양플랜트와 작업자의 안전

에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작업속도가 늦고, 비효

율적임에 따라 10톤 이상의 대형 화물용 승강기

인 Cargo Lift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해양플랜

트는 일반 선박과는 달리 고정된 위치에서 장기

간 운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신뢰성을 요

구하고 있으며, 운용자 및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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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플랜트는 일반 선박과는 달리 작업이 진행되면 고정된 위치에서 장시간 운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 및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센서 기
반 상태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플랜트용 Cargo Lift에 대한 안전진단 및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해양플랜트 Cargo Lift에 탑재된 센서부와 임베디드 시스템 계측부, 실
시간 데이터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부로 구성되며 조선해양 분야에서 장비들의 고도화 및 통합화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보 및 센서 계측 정보의 교환을 위해 선박 표준 네트워크 IEC 61162-450

을 기반으로 한다.

ABSTRACT

Unlike general ships, offshore plants require high reliability due to their long operating time at 

fixed positions when they are operated. Sensor-based status information is required for user and 

maintenance worker to ensure safet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nitoring system for safety 

diagnosis and inspection of cargo lift for offshore plant. It consists of a sensor unit mounted on 

the cargo Lift, an embedded system measurement unit, and a monitoring unit for real-time data 

verification. It is based on the ship standard network IEC 61162-450 for the exchange of 

operating information and sensor measuremen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upgrading and 

integration of equipment in mari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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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확보를 위해 승강기에 탑재하여 센서 기반으

로 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2].

한편, 해양안전에 대한 관심과 e-Navigation의 

실현을 통해 점차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탑재 장

비가 디지털화·지능화·통합화에 따라 필요한 

센서 및 임베디드 시스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발생하는 데이터량과 유형도 증대되고 있다

[3]. 따라서 Cargo Lift의 운행정보와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더넷 물리계층을 기반으로 

대용량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국제 선박 네트

워크 IEC 61162-450 표준이 적용된 Cargo Lift 센

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Ⅱ. 시스템 설계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계실에서 Cargo Lift의 직

접적인 모터 구동 및 운용에 사용되는 제어시스

템의 고장이나 오류에 대비하고, 이중화 개념의 

동일한 정보 체크를 통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어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동작이 가

능하도록 개발한다.

해양플랜트용 Cargo Lift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은 승강기의 상태정보를 계측하기 위하여 가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온도 센서, 화재감지를 위한 

연기감지기로 구성된 센서부와 센서로부터 출력

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계측·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신호 발생

에 대하여 알람을 발생, 데이터의 확인을 위하여 

IEC 61162-450에서 준용하는 NMEA0183 센텐스 

형식으로 변환, 이더넷 통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

는 계측부로 구성된다. 또한, 계측된 정보를 운용

자가 직감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전시하여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부로 구

성하고, 그림 1과 같이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을 나타내었다.

그림 1.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Ⅲ. 시스템 구현 및 검증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해양플랜트용 Cargo Lift 

모니터링 시스템은 앞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센서를 선정하였다. 데이터 계측 및 수집, 분석, 

관리, 알람 발생을 위한 마이크로컨트롤러

(ATmega2560)와 이더넷 기반 정보 교환을 위한 

통신 모듈(W5100)을 활용하여 계측부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구현하였다.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

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는 Visual Studio 

2015를 활용하였고, 운용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

지를 위해 시각적 객체로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그림 2 및 그림 3에 구현된 임베디드 계측부 하

드웨어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나타내었다.

개발된 시스템의 동작 검증을 위해 실험실 수

준으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센서의 변화에 따

라 계측․분석 데이터가 이더넷을 통하여 모니터

링 소프트웨어에 정상적으로 전시되는지를 확인

하였다.

그림 2. 임베디드 계측부 하드웨어

그림 3.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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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

하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이더넷 기반의 IEC 

61162-450 표준이 적용된 Cargo Lift 센서 모니터

링 시스템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를 위해, Cargo 

Lift에 탑재된 센서부와 임베디드 계측부, 실시간 

데이터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부로 기능을 정의하

여 개발하였으며, 실험실 수준의 테스트를 통하여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향후에는 해양플랜트 Cargo Lift에 탑재하는 센

서를 확장하고,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

이터 기술로 정보를 축적하여 통합 관리 및 위험

요소 분석을 통한 위험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

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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