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본 연구는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이 반영된 디지
털 트윈 및 빅데이터 기반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재
해 발생에 의한 항만 인프라 피해 및 미래 노후를 
예측하여 안전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항만시설, 항만배후부지, 항만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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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공 장비에서 취득되는 센싱 데이터, 영상 데
이터 등 이기종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하고 디지
털 트윈 기반의 관제시스템에 가시화한다. 가상 세
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들을 결합해 물리적 세계 
및 프로세스로 표현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노후도 및 재해위험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의 의미와 필요한 데이터 
확보, 가공, 저장, 분석 및 활용의 단계별로 반영
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현재의 IT 자원
과 연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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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 유지보수 기술이 반영된 디지털 트윈 및 빅데이터 기반 항만 인프라 관제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만 인프라에서 취득되는 센싱 데이터, 영상 데이터 등 이기종 데이터들
을 빅데이터화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제시스템에 가시화한다. 가상 세계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들
을 결합해 물리적 세계 및 프로세스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도 및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
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의 의미와 필요한 데이터 확보, 가공, 저장, 분석 및 활용의 단계별
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이를 현재의 IT자원과 연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정의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digital twin and big data-based port infrastructure control system that reflects smart 
maintenance technology. It is a technology that can evaluate aging and disaster risk by converting heterogeneous data 
such as sensing data and image data acquired from port infrastructure into big data, visualized in a digital twin-based 
control system, and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meaning of big data to express the physical world and processes by 
combining data, which are the core components of the virtual world, and the matters to be reflected in each stage of 
securing, processing, storing, analyzing and utilizing necessary big data, and we would like to define methods for 
linking with IT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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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현황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0% 이상을 처
리하고 있으나 현재 항만시설의 29% 이상이 
1960~1970년대에 개발된 것으로서 항만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후화된 항만구조물의 경우 대형선박의 
접안, 잦은 자연재해, 그리고 물동량 증가에 따른 
외부 충격하중 등의 영향으로 방충제의 떨어져 나
감에서부터 구조물의 파손과 이격에 이르기까지 
많은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항만 인프라의 
크레인, 컨테이너와 같은 구조물의 경우 태풍과 같
은 자연재해 발생 시 붕괴 및 쓰러짐과 같은 사로
로 인해 항만운영에 차질이 생겨 재산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 수준에 
맞는 적합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고려한 시설물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자와 사용자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성능, 사
용성능, 내구성능의 세분화된 성능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
설물안전법)을 개정하였다. 추후 2018년 12월 지
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법이 전격 제정되면서 기반
시설 관리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 수립과 보수
보강 개선 대책 등의 시설유지관리 및 자산관리의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항만시설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의 주
기적 수행은 이루어져 왔으나 과거 보수보강 이력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성능개선활동의 주요인자인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
별 보수보강 내용과 주기, 보수시기 및 보수율 등
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을 
제외하면 유지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유지보수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만시설물 중에서도 예방적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차원의 유지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
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상태 및 보수수요 파악, 
유지보수조치 선정, 보수사업 우선수위 결정 등 유
지보수 계획 수립과 관련된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
출이 필요하다. 

Ⅲ. 항만 인프라 센서 및 계측 데이터 연계 
방안

노후 시설물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파악해야
하며 시설물 손상과 노후화 가속 요인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에서 
계측 가능한 주요 데이터 항목은 아래와 같다[1]. 

표 1. 노후 시설물 모니터링 주요 데이터 항목

현행 항만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및 기존 연구 동
향의 경우 사후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과 통합
플랫폼, 의사결정체계 간의 연계방안 결정하기 위
해 API 연계, WebService, ESB (Enterprise Serivce 
Bus),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등과
의 연계방법이 있다[2]. 

본 연구는 항만 안전관리를 위해 항만시설물 관
리대장 등 기초 데이터뿐만 아니라 센서 및 영상 
등 취득 데이터 및 노후화, 재해위험도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여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기반의 관제 시스템 상에 시각화함으로써 항만 인
프라의 안전 관리를 보다 직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 시 발생 가능한 항
만 인프라 손상을 사전에 대처하고 분석하여 재난 
및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oT 
기반 비정형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병목 현상 발생을 
해결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장기적인 데이터 저
장 기반을 마련하고 Scale-out 구조로 실시간 수집이 
가능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빅데이터 기반 항만 인프
라 계측 데이터 관리 기술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항만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이를 최적화하고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 방안으로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각
각의 서비스들을 블록 단위로 분리하고, 이를 
RESTful API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전체 서비스
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서비스들의 결합
도가 낮아지므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경우에도 
개별 서비스 별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MSA 
(Microservice Architecture)로 전환하는 것이다. 빅
데이터 기반 플랫폼 컴퓨팅 자원 가상화 및 운용 
기능별 MSA기반으로 기능 설계하게 되면 비즈니
스 변화에 따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
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데이터 항목 형식

가속도 f(time) or f(freq)

변위 f(time) or value

변형률 f(time) or value

처짐 value

경사도 value

받침 반력 value

신축이음부손상 value or image

용접부/체결부손상 f(freq)

케이블 장력 value

균열폭 value

온도 value

습도 value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35 



그림 1. Gartner의 Microservice 설계 Guide 자료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에서는 서비스 간 결합
도가 높아 개별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각
각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하더라도 전
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속적 
통합과 배포를 통해 항상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결합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
로 같은 데이터 저장소를 공유하는 것인데 동일한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MSA는 비즈니
스 측면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서비스들을 나누고 
각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셋을 사용해 결합
도를 낮춰서 해당 서비스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
스를 사용해 비즈니스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 저장소가 많아지고 종류가 다양해
지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게 되면 
이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 체
계가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의 데
이터셋은 서로 다른 표준과 기준을 따르게 되어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 <TBD>

두 번째 방안으로는 대용량 항만 인프라 계측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데이
터 관리 도구로 항만 인프라 계측 데이터의 빅데
이터 처리 및 외부연계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 항
만 인프라 계측 데이터 처리 및 로그 데이터 수집 
방안이 필요하다.[4] 항만 인프라 계측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외부 연계 서비스 브로커 및 연계 모
듈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 2>에서처럼 항만 인프
라 계측 데이터 처리 및 로그 데이터 저장에 있어
서 극단적으로 빠르게 주어지는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분산 스토리지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5]

 

그림 2. 항만 인프라 외부연계 서비스 브로커

이는 항만 인프라 계측 시스템으로부터 대규모 
트랜잭션 데이터가 발생할 때 중간에 데이터를 버
퍼링하면서 빅데이터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전송해
줄 수 있다.<TBD> 

Ⅳ. 결  론

현재까지 항만은 재해 발생 시 사후관리 만을 
실시하였을 뿐 재해 발생 전 사전에 재해 위험도 
또는 노후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전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위험도 평가 지표 및 노후도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
해 발생 시 손상, 붕괴 등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을 
우선 정비하고 노후화 예측 및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 선정을 통해 잔여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항만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혁신을 기할 수 있다. 기존 
재해 및 노후도 관리는 일반적인 항만 구조물의 
사용 연한, 구조 등 항만 인프라의 기본 정보만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만 구조
물의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해 위험도 및 노
후화 예측을 실시함으로TJ 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
히 대변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해위험도 및 노후도 평가 
가시화 요소 도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안전한 항만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통합 분석 및 
재해 발생 시 최적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의
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실증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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