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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소에서 트랜스포터와 블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선박건조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요소이지만, 현재는 관리

자 및 숙련공의 판단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의 주요 이동객체인 트랜스포터 및 블록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시스템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블록의 상차/하차 상태를 판단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세 가지 센서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대상 블록을 인식하기 위한 RFID 리

더이고, 두 번째는 바닥에 매설된 태그를 인식하여 트랜스포터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RFID 리더이며 또 하나는 물체 인식

을 위한 초음파센서이다. 이를 이용하여 조선소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이 실시되었고 1차 실험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

정한 후, 최종실험에서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t is an important element increasing ship production to manage an accurate position of transporters(TP) and ship

blocks in a shipyard. However, most works are presently being performed by judgment of a system manager and skilled

workers. This paper introduced about the system for tracking an accurate position of the transporters and the blocks

which are main mobile objects in the shipyard, and proposed a method to decide whether or not a loading/unloading state

of the block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 tracking system. Three sensors were used in order to

implement the method. One is a RFID reader to identify a target block, another is a RFID reader to estimate a position of

the TP as it recognizes a underground tag. The other is a ultrasonic sensor to detect an object.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the shipyard. After correcting errors found on the first experiment. we confirmed that the result could be

applied to the shipbuilding yard from the final experiment

Keywords : Ship blocks, Transporter, RFID Block tag, RFID Underground tag

Ⅰ. 서  론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1등 산업 가운

데 하나이다. 2009년도의 조선 산업 불황을 견디며 올

해 수주량에서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하여 더 크게 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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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는 도면설계에 의해 철판을 가공하고 조립

하여 도크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때 조립된 철 구조물을

블록이라고 부르며, 무게는 수십톤에서 수백톤에 이르며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블록은 선박 건조를 위한 최

소 단위이며 수많은 블록이 도크에서 조립되어 배가 완

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블록은 트랜스포터(TP: Transporter)라고 불

리는 특수차량에 의해 옮겨지는데 블록과 TP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선박 건조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이나 TP에 대한 실시간 위치

파악에 대한 기반 시스템 부재로 현재의 조선소 현장에

서는 사전에 계획된 작업지시에 의해 블록을 예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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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한 번에 성공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이른바

계획된 작업 성공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IT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철 제품이 많은 조선소의

특성상 전파 환경이 열악하여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

.

즉, 조선현장에서는 IT 자동화 보다는 숙련된 작업자

의 판단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는 수동적인 과정이 대부

분 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선박 조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트랜스포터가 블록을 싣고(상차) 지정된 장소

에 내려놓은 작업(하차)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가운

데 블록과 트랜스포터의 위치 파악 및 블록의 상차/하

차 과정을 판단을 위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일은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과 트랜스포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블록의 상차 및 하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

법을 중점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조선소 이동체의 위치 추적

조선소에서 관리해야 할 물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블

록과 TP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나의 블록은 도크에 조립되기 전까지 여러 번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블록의 크기에 맞는

TP를 선정하고 블록이 이동할 목적지를 결정하여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때 배차할 TP를 선정하기 위해

서는 TP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동할

블록이 목적지 위치에 배치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한다.

블록 운반 및 배치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5～6]

, 현재 실정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배치 오류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블록과 TP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대략적인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시스템 구성도에서

TP 통합단말은 이동체인 TP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TP

통합단말과 통합관리 플랫폼과는 무선통신으로 데이터

를 송수신하게 되며, TP 통합단말에서의 데이터 취득을

담당하는 각종 센서들은 유선 혹은 무선으로 연결되도

록 구성되었다. 통합관리 플랫폼은 수십대의 TP에서

그림 1. 조선소에서의 이동체 위치추적 시스템 구성도

Fig. 1. The system structure of location tracking system

for moving objects in the shipbuilding yard.

입력되는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고 작업명령을 지시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에서 TP나 블록의 위치를 파악하여 데이터를 전

송하는 일은 TP 통합단말에서 이루어진다. TP 통합단

말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센서의 종류는 크게 3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GPS 수신기다. 단순한

GPS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 강철로 이루어진 블록과

주변의 대형 철 구조물의 영향으로 매우 큰 오차가 발생

된다. 오차 보정을 위해 DGPS 기술을 적용하였지만,

GPS 수신이 전혀 안 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RFID 기술이 적용되었다. GPS

신호가 미약하거나 전혀 수신되지 않은 지역에는 RFID

태그를 바닥에 매설하고 이 주변을 TP가 지날 경우 매

설된 태그를 인식하여 TP의 위치를 추정하게 된다.

GPS와 RFID 조합에 의해 TP 위치는 끊김없이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센서는 광파기다. 이 장비는 일

정한 기준점으로부터 블록의 외곽점을 측정하여 블록의

크기 및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 후 블록 이동시 블록 배치가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 선박 블록의 상차 및 하차 판단 시스템

블록이나 TP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한 기

본 시스템에 초음파센서를 하나 더 추가할 경우 위치추

적 및 블록의 상차 및 하차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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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록 상차/하차 판단 기능이 추가된 시스템 구

성도

Fig. 2. The modified system structure for deciding a

loading/unloading state of blocks.

그림 3. 블록 이동 상태 다이어그램

Fig. 3. Block movement state diagram.

작업ID 블록ID 블록태그 상차지점 하차지점

표 1. 작업지시서 폼

Table 1. Job Order Format.

는 그림 2와 같다.

블록의 상차 및 하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블록의

이동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블록의 이동은 작업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작업지시를 받은 TP는 대상

블록이 위치한 곳으로 이동하여 대상 블록을 상차 한

후, 목적 위치로 이동하여 하차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을 그림 3과 같이 상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 내었다.

표 1은 서버에서 TP로 작업지시를 할 때 전송되는

작업지시서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작업지시서는 운영부 서버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TP로 전달되며 어떠한 블록을 어느 지점에서 상차하여

어느 지점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지시서 내용이 위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시험할 블록 상차 또는 하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작업지시서를 위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블록태그이다. 작업지시에 따라

옮겨야 할 블록에 대한 정보가 블록태그에 담겨있기 때

문이다. 블록태그를 인식함으로서 작업 대상이 되는 블

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가. 블록 상차 판단

블록 상차를 위한 순서도를 그림 4에 도시 하였다.

블록 상차 과정은 가장 먼저 대상 블록을 인식하는 것

부터 시작된다. 블록 인식을 위해 사용된 블록 RFID 태

그는 반수동형으로서 조선소 환경에서 약 15m 정도의 인

식거리를 갖는 상용제품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TP가

대상 블록에 근접하게 되면 RFID 리더기를 통해 지속

적으로 대상 블록의 신호가 입력되어진다.

블록을 상차하기 위해서는 TP는 반드시 블록 밑으로

진입하게 되며, 이 상황에서 RFID 안테나와 블록 태그는

대부분 일직선에 놓이게 되어 블록 태그로부터 신호가

일정시간 이상 수신된다(그림 4-②).

또한 TP가 대상 블록 밑으로 진입하게 되면, 더 이상

블록 태그 신호는 수신되지 않고 이때 초음파 센서가

블록을 감지하여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그

림 4-③). 이와 함께 블록이 놓인 바닥에 매설된 RFID

태그로부터 신호가 입력되며, 이를 통해 TP가 해당 지

①
대상 블록 Tag 신호 수신

②
블록 Tag 신호가

지속적으로 입력되는지
여부

④
RFID 매설 태그 신호

입력 여부

⑤
RFID 매설 태그 신호

입력 여부

상차완료

Y

N

Y

Y

대상블록 찾음

상차 후 지번에서
빠져 나옴

Y

③
초음파 신호 입력

여부

N

대상블록 근접 판단

대상블록 밑으로
진입 여부 판단

지번으로 진입 판단

상차 작업

그림 4. 블록 상차 판단 알고리즘

Fig. 4. Block loading decis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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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으로 완전하게 진입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그

림 4-④). 이때부터 현장 작업자는 블록을 TP에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며 보통 이 작업은 블록의 크기 및 블

록 특성에따라 적게는 5분에서 30여분이상 소요되기도 한

다. 일정시간 후에 작업이 완료되면, 블록을 실은 TP는

진입한 방향으로 빠져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매설 태그

를 인식하게 되고(그림 4-⑤), 따라서 상차가 완료됨을

판단하게 된다.

그림 4의 ③-⑤의 과정은 항상 순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TP의 움직임 방향에 따라 ⑤ 과정은 생략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Ⅲ장의 실험에서 실험

환경을 설명할 때 언급하였다.

나. 블록 하차 판단

블록 상차가 완료되면 TP는 블록을 싣고 정해진 위

치로 운반하여 블록을 하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블록

하차 과정은 블록 상차의 역순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블록을 상차한 상태에서 해당 지번으로 진입한

후 블록을 내려놓고 진입한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것인

데 이때는 블록이 TP에서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

음파센서로부터 데이터 값이 입력되지 않아야 하며, 매

설 태그로 부터의 신호는 수신되어야 한다. 그림 5는

③
초음파 신호 입력

여부

⑤
블록 태그 인식 여부

하차완료

N

Y

하차위치 도착

④
RFID 매설 태그 신호

입력 여부

블록 하차 후
빠져나옴

빠져나오면서
매설태그 인식

하차 완료 후
해당블록 태그 인식

②
RFID 매설 태그 신호

입력 여부

Y

Y

①
초음파 신호 입력 블록이 상차된 상태

하차 작업N

N

그림 5. 블록 하차 판단 알고리즘

Fig. 5. Block unloading decision algorithm.

블록 하차 과정 인식을 위한 순서도이다.

그림에서 상태 ④는 TP의 이동방향에 따라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태 ⑤는 TP의 이동방향에따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한 조

건 만족은 실험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Ⅲ. 실  험 

1. 실험장비 설치

블록의 상차 및 하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을

위해 그림 6과 같이 실제 조선소 현장에서 운반체인

TP에 다양한 실험 장비를 설치하였다.

초음파 센서는 물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P

상판에 설치하였고, 블록태그는 실험에 사용될 블록뿐 아

니라 이웃하는 몇 개의 블록에도 부착하여 임의로 간섭

을 유발하도록 설치하였다. 또한 매설태그는 실험 영역

내에 있는 여러 지번에 매설해 두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사양을 표 2에 정리하

였다.

그림 6. 실험장비

Fig. 6. Experimental equipment.

장비명 용도 재원 및 특성

RFID 리더기

블록태그인식
᛫ AsianaIDT Air R1120

-반수동형/인식거리:15m

매설태그인식
᛫ ThingMagic Mercury5

-수동형/인식거리:4.5m

초음파센서 물체인식
᛫ STMA-506ND2

-인식거리: 최대5m

표 2. 실험장비 사양

Table 2. Job order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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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시나리오

실험은 그림 7과 같이 각 지번(A, B, D)에 4개의 태

그를 매설하고 블록 정면에 블록 태그를 부착한 후 실

시하였다. TP는 지번 A로 진입하여 블록을 상차 한 후, 진

입방향으로 빠져 나와 지번 B로 이동하여 블록을 하차 하

였고 이 과정을 2차에 걸쳐 5회 반복하였다.

2차 실험은 1차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을 수정하여 실

시되었고 이때에는 나머지 C, E, F 지번에도 매설태그

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실험은 표 1에서 언급하였던 작업지시서를

서버로부터 수신 받음으로서 시작된다.

이때 각 지번의 크기는 15m ☓ 15m이며, 매설 태그의

설치 간격은 3m 로 하였다.

그림 7. 실험 시나리오

Fig. 7. Experimental scenario.

3. 실험 결과

실험의 성공 혹은 실패 여부는 각 센서에서 인식된

데이터의 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각 센서에서

수신되어 처리된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RFID 태그 인식

시멘트 바닥에 매설된 태그는 GPS 수신에 의해 TP의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TP의 위치를 지

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인식거리를 크게 향상 시킨

수동형 RFID 태그이다. 인식거리는 최대 4.5m 정도이며,

지번에 진입한 TP의 전폭 및 안테나의 빔폭을 고려할

때 평균 2개 정도의 매설태그가 인식됨을 확인하였다.

매설태그가 인식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인식영역 밖에 매설된 태그가 인식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은 철재가 많은 조선소 환경에서 태그신호가 반사

되어 들어오는 경우로 판단된다.

블록태그는 작업 대상이 되는 블록인지의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작업지시를 통해 받은 블록태그가

수신되는 시점부터 블록 상차 프로세스가 동작하게 된다.

블록태그는 반수동형 RFID 태그를 활용하였고 블록태그

인식 안테나와 블록태그간의 각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인식거리가 15m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블록태그 인식 과정을 통해 작업대상 블록 근처에 도착

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및 현장 작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능임을 알 수 있었다.

블록태그는 ThinkMagic의 Mecury5 리더기를 사용

하여 인식에 활용하였다.

(2) 초음파 센서 결과

초음파 센서에서 입력되는 값은 물체까지의 거리이며,

물체가 없을 경우 0 값이 입력된다. 사용한 제품은

SensorTec의 STMA-506 제품으로 검출범위는 30cm～

5m 이다. 초음파센서는 그림 8과 같이 TP 상판 중간

부분에 설치가 되어 TP가 블록 아래로 어느 정도 진입한

후부터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림 8. 초음파센서 설치

Fig. 8. Ultrasonic sensor installation.

초음파센서의 역할은 TP 상판 위쪽에 물체가 있는지

의 여부를 검출하는 것이며, 블록이 상차되어 하차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30cm 이상의 값이 획득 된다. 초음파

센서에서의 오류는 주변 환경에 가끔 영향을 받기도 하

는데, 이러한 경우 발생된 초음파 센서의 입력값은 특

정 시간 동안 발생되는 일반 노이즈의 특성으로서 정상

적인 값과는 크게 구별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블록은 TP 상판위로 40～60cm 범위로

상차되었고 초음파센서는 대부분의 실험에서 큰 오차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였다.

(3) 블록 상차/하차 판단 결과

그림 4와 그림 5에서 설명한 블록 상차 및 하차 완료

여부는 다양한 센서 데이터가 적절한 시점에 올바르게

입력되는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실험은 그림

7에서 설명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2차에 걸쳐 모두 10회

의 실험이 실시되었다. 표 3에 실험결과 및 실험실패

원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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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1차 실험

1차 실험 결과 및 오류 분석 2차 실험
상차 하차

1 ◯ ◯ 실험성공

2 ☓ ☓ 실험 이외의 매설 태그 인식 오류해결

3 ◯ ☓ 초음파센서의 불안정성 오류해결

4 ☓ ☓ 불안정한 블록태그 인식 오류해결

5 ◯ ◯ 실험성공

표 3. 블록 상차/하차 결과

Table 3. The result of block loading / unloading decision.

1차 실험에서는 대체적으로 50%의 성공률을 나타내

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환경의 문제가 포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 실험의 2번째 실험에서 나타난 문제는 실험당시 실

험에 사용된 매설태그 이외에 현장 주변에 설치된 다른

매설태그가 인식됨으로서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실험에

사용된 매설태그 이외는 인식되지 않도록 필터링 함으로서

2차 실험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1차 실험의 3번째 실험에서 하차를 인식하지 못한 원

인은 TP의 엔진 소음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된 초음

파 센서의 노이즈였다. 이러한 노이즈는 짧은 시간동안

에 간헐적으로 큰 값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음이 분석되

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 안정적인 값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올바른 값으로 인정함으로서 문제를 해결

하였다.

4번째 실험에서의 인식 오류는 블록을 상차 또는 하

차를 위해 블록으로 진입하거나 하차한 후 TP가 블록

을 빠져나올 때 이동 속도가 빨라서 블록태그를 일정횟

수 이상 인식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태그 인식 횟수를 최소 5회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때 하차시에는 블록태그가 인

식되지 않아도 하차 완료로 판단할 수 있지만, 상차시

에는 반드시 인식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블록태그의 인식은 하차 완료 판단을 한번 더 확인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할 필요는

없지만, 블록 태그를 인식하는 횟수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낮추어 설정함으로서 TP의 속도가 빨라서 인식 횟수가

줄어들어 발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매설태그와 마찬가지로 블록태그의 경우에도 대상

블록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간헐적으로 대상 블록의

태그가 입력되는 현상이 있지만, 이러한 경우 입력되는

태그 인식 횟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필

터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실험에서는 이를 반영

하여 오류가 제거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현장

에서 발생되는 모든 예외적인 현상을 극복했다고 단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현장 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서는 보다 다양한 현장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조선소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TP 및 블록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

한 시스템 구성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

여 블록의 상차 및 하차 판단을 자동화 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블록태그 및 매설태그 인식용 RFID 리더

기와 초음파센서가 활용되었고, 실제 조선소 작업 현장

에서 실험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블록 상차 및 하차 판단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블록 및 TP 모니터링 시스템의 일부

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다 완벽한 기능 수행을

위해 작업 현장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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