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 인 안  운 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305

크 인 안  운 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배 철
*

Development of Monitoring System for Safety Operation of Crane

Young-Chul Bae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존하는 크 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을 보완한 새로운 크 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 한다. 구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주 차단기의 체 부하 류를 측정하기 

한 시스템, 주 감속기의 오일  베어링 감시를 한 온도와 진동 측정 시스템, 주권 모터 베어링의 온도 측

정 시스템, 한 기실 체의 화재 감시를 한 센서 등을 갖추고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앙의 감시실

로 송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new integrated crane monitoring system that complemented the point at issue for existing crane monitoring 

system is implemented. The Implementing monitoring system based on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consist of a measuring 

system of total load currents of main circuit breaker, a temperature and vibration measuring system with temperature sensors and 

vibration sensors for monitoring an oil and bearing of a main decelerator, a temperature measuring system with temperature sensors 

of a main motor bearing, and sensors for fire monitoring of an entire electrical space. The measured data from these sensors 

transmit main controller which is located in external location. Then the Integrating monitoring system is implemented and is 

performed the performance test to performing diagnosis of motors of a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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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제철소, 화학 공장, 항만 등을 비롯한 산업 

장에서는 철강 제품이나 컨테이  등을 이동시키기 

해서 크 인 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일반 으로 

크 인 시스템은 20-30년 수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설치한 크 인 시스템을 제외하고 오래 에 

설치한 크 인 시스템은 크 인의 운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제한 이고 범용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채택하여 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크 인 시스템

은 최신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거나 성능이 떨어진 상

태에서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크 인 시스템의 

경우 교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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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존하는 크 인 모니터닝 시스템
Fig. 1 Existing crane monitoring system

그림 2. 제안하는 크 인 모니터닝 시스템
Fig. 2 Proposed crane monitoring system



크 인 안  운 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1307

기설비를 진단하기 한 방법은 재까지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있다[1-13]. 특히 기설비

의 진단 방법으로는 열화상 카메라[1-5], 진동 신호

[10-12] 등 다양한 형태의 많은 방법들이 장 을 내

세우면서 강조하고 있다.

재 노후 크 인 시스템의 부분은 운 실에 근

무하는 작업자가 작업자 면에 있는 화면에 표시한 

내용 이외에는 크 인에 운 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문제 이 존재한다. 를 들어 G 제철소에 설

치한 크 인의 경우 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권 모

터의 경우 각각 주권 모터에 흐르는 류의 값을 측

정하여 크 인 운 자에게 제공하지만 크 인을 구성

하는 모든 모터 체에 흐르는 류는 측정할 수 있

는 시스템이 없어 체 류의 값을 운 원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의 크 인 시스템은 센서의 정보를 주로 유선

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유선 네트워크는 

기존 시설에 이미 덕트 내에 포화 상태로 이블이 

포설되어 있어. 새로운 진단 시스템을 증설하거나 설

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산업 장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 운 되고 있는 크 인 시스템 모두

에 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운 고장 진단을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투자비가 무 

많아 효율 인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 

후에 새로운 사용자의 요구가 발생할 때 새로운 설비

를 추가로 설치해야하는 등 비용 인 면에서 부담이 

크다.

이러한 종합 인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본 논

문에서는 존하는 크 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을 보완한 새로운 크 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

한다. 새롭게 구성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무선 네트

워크를 기본으로 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하

지 못하고 있는 주 차단기의 체 부하 류를 측정하

기 한 시스템, 주 감속기의 오일  베어링 감시를 

한 온도와 진동 측정 시스템, 주권 모터 베어링의 

온도 측정 시스템, 한 기실 체의 화재 감시를 

한 센서 등을 갖추고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앙의 감시실로 송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통합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 하고 성능시험을 수행한다. 

Ⅱ. 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G 제철의 경우 기실은 주로 패 과 모터로 구성

한다. 기실의 패 은 모터  각종 센서 등을 연결

하여 크 인 상부에 설치한다. 한 주 력의 류를 

CT(current transform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운 실은 실제 주제어실로부터 온 제어 명령을 수

행하는 장소이다. 주제어실은 시스템 체를 제어하는 

실로서 체 운 자와 컴퓨터로 구성한다. 운 실은 

통신 네트워크로 주제어실과 기실과 연결한다. 이는 

주제어실에서 온 명령과 주제어실 상부의 기실로부

터 제공하는 모터에 한 정보(주로 류 값)를 받아 

크 인 체 시스템에 한 정보를 작업자가 볼 수 있

도록 화면에 나타낸다. 이 화면을 통하여 작업자는 

기실의 모터에 흐르는 류 값을 확인하면서 주제어실

의 명령에 따라 운 하거나 제어 지령을 수행한다. 

존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의 존하는 크 인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통신 네트워크가 외부의 주제어실과 기실 사이에만 

구성되어 있어 운 실에서는 기실에서 발생하는 화

재 등으로 인한 연기, 과 류 등의 문제를 확인 할 수 

없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Ⅲ.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존하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은 크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기실에서 연기세센서, 

온도 센서, RTD 센서 등을 추가 으로 부착하고 이 

센서에서 측정한 측정값을 유선으로 수집 모듈로 

송하도록 구성한다. 한 기실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집 모듈, 운 실, 주제어실을 무선 네트워

크로 연결하여 이들 기실에서 얻어진 정보는 모듈

로 보아지며 모듈에서 주제어실과 운 실에 무선으로 

송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Ⅳ. 모니터링 시스템 구   성능 측정

4.1 모니터링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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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 제안한 크 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

기 한 시스템을 그림 3과 같이 구성하 다. 한 모

터에서 나오는 류값을 감시하여 일정한 값을 넘어서

면 주제어실과 운 실에 자동 통보해주기 해서는 그

림 4와 같은 류 특정한 값 설정을 해주어야만 한다.

그림 3. 시스템 구성도
Fig. 3 System configuration

그림 3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성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DE : Menu Select

2. Δ : Main Current Set 에서는 10 단  UP 

Temp Set 에서는 5 단  UP 

3.∇ : Main Current Set 에서는 10 단  DOWN

Temp Set 에서는 5 단  DOWN

4. SET : Setting Menu 들어가기

Setting 값 장 후 Setting Menu 나가기

5. Display : FND 4digit, 96.3x34mm 

P.V Display, 7-module/crane

No.1 ～ No.4 crane

Total : 28-module

Alarm 발생시 : Blink

6. Setting Module : LCD display, Setting Button

Set Alarm High/Low Value 

Request Data of Each Crane

Display Air Temperature of Each Crane

Buzzer Alarm : Smoke Alarm(LED Blink)

7. RF MODEM : 실내 별도설치

Dimension : 94x69x19mm

Comm.Port : 4800bps, RS-485, DB9

Power : DC12V, from Main Controller

(별도 설치 : 통신 이블, 원)

ANT : 실외설치( 라켓제공)

8. Power : AC100 ～ 220V

그림 4. 류 설정 값
Fig. 4 Current setting value

지 까지 구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외부의 주제어

실과 운 실의 리자가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그

림 5와 같이 구성한다.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에서 제시한 시스템 

구성을 완성하기 한 측정 장치, RF 모뎀, 원격 모

니터링 장치를 그림 6, 그림 7, 그림 8에 각각 나타내

었다.

그림 5. 모니터링 화면
Fig. 5 Monitoring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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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측정 장치
Fig. 6 Measurement device

그림 7. RF 모뎀
Fig. 7 RF modem

리자는 그림 5와 그림 8을 통하여 각종 센서로부

터 들어오는 데이터 에서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경보음과 함께 데이터를 확인하여 한 응을 할 

수 있다.

그림 8. 모니터링 시스템
Fig. 8 Monitoring system 

4.2 성능 측정

각종 성능 측정 결과 크 인을 리하는 필요한 기

 값으로 250ms 이내에 설정한 모든 값에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성능 측정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

다. 공장 내에 인버터 설비가 동작할 때 한번 는 두

번 통신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표 1. 성능 측정 결과
Table 1. Result of performance

측정 요소
측정 후 통신 송시간 

설정 값
만족 여부

류 250ms 이내 만족

압 250ms 이내 만족

온도 250ms 이내 만족

진동 250ms 이내 만족

연기 250ms 이내 만족

RTD 250ms 이내 만족

기타 250ms 이내 만족

Ⅵ.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존하는 크 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별도로 새로운 크 인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측정장치, RF 모뎀, 원

격 모니터링 장치로 구성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기본

으로 재의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주 차단기의 체 부하 류를 측정하기 한 시

스템, 주 감속기의 오일  베어링 감시를 한 온도

와 진동 측정 시스템, 주권 모터 베어링의 온도 측정 

시스템, 한 기실 체의 화재 감시를 한 센서 

등을 갖추고 여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250ms 이내

에 앙의 감시실로 송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하 으며 이에 한 성능 평

가 크 인 운  시스템을 운 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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