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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 원격운전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Remote Operation System
for a Quay Crane Simulator

강 성 호, 이 상 진, 추 영 열*

(Seongho Kang1, Sanggin Lee1, and Young-yeol Choo1,*)
1Dept. of Computer Engineering, Tongmyong University

Abstract: Quay cranes are considered core equipment for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However, unmanned operation systems 
have not as yet been announced due to the technological difficulties of implementation. In this paper, we developed a wireless 
controller to control a quay crane simulator remotely and conducted its performance test, a first step toward unmanned operation 
of quay cranes. The communication delay of a developed wireless controller was about 9.4ms on average while that of existing 
wired controllers was about 5.6ms. The same functions were implemented and tested on a smart phone where the average 
communication delay was 7.3ms. In addition, to apply the developed system into a real environment, we proposed a network 
architecture based on IEEE 802.11ac and carried out its performance evaluation. When the distance between two nodes was 
50m apart, the throughputs of the TC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and UDP (User Datagram Protocol) were 57Mbps and 
189Mbps, respectively. The communication delay of the control data was 9.1ms through the TCP channel. These results reveal 
the proper working of remote quay crane operation if we adopt the IEEE 802.11ac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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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항만을 이

용한 컨테이너 물동량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북

아시아 지역이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각국은 항만설비를 급속도로 확충하는 등의 경쟁이 심화되

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각 항만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항만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1].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은 얼마나 신속하게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으며 이는 컨테이너선의 접안 

시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양하하거나 야드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하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안벽크레인

과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장비의 처리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컨테이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항만내의 

크레인 및 운송 장비의 자동화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야드에서는 원격 및 무인화가 개

발되어 운용중이다[2-5]. 하지만 선박의 항만 체류시간을 결

정하는 안벽크레인 작업은 선석에 접안한 배의 롤링

(rolling), 컨테이너 적재 공간의 정밀성, 원격작업 시 통신

의 고속화, 실시간 요구 등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원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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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무인작업이 시도되지 못하고 작업자의 숙련도에 의

존하고 있다. 안벽크레인의 경우 높은 작업위치, 작업 시 

트롤리의 진동 및 급격한 가감속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피

로도가 크며 이에 운전자의 교체가 빈번하고 오랜 시간 작

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최근 

파나마의 MIT 터미널에서 안벽크레인에 운전실(Cabin)을 

고정하고 고정된 운전실에서 광통신을 이용하여 수신된 영

상을 통해 크레인을 원격 운전하는 시스템의 개발되어 운

용의 효율성을 검토가 진행 중이다[6]. 또한 2014년 완공 

예정인 두바이의 Jebel Ali T3터미널에는 안벽크레인을 원

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화 크레인 조종센터를 도입하

여 운영 예정 중에 있다[7].
컨테이너터미널의 크레인의 원격운전을 위한 기존 연구

에서는 광케이블을 통해 영상 및 제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케이블을 이용하여 원격운전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신뢰성 측면에서는 보다 효

율적일 수 있으나 케이블 매설 등과 같은 환경 구축에 많

은 비용이 소요되며 크레인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한 케이

블의 단선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8]. 따라서 기존 케

이블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무선 네트워크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용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무선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증대됨에 따라 무

선 LAN을 이용한 원격조정의 가능성은 높아졌다[9].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안벽크레인 원격운전에 적용하기 위

한 전 단계로써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에 대해 무선 네트

워크를 이용한 원격운전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II 장에서는 원격운전 시스템의 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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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벽크레인 원격운전시스템 구성.
Fig. 1. Structure of the remote control system for quay crane.

그림 2.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
Fig. 2. Quay crane simulator.

표 1. 원격 컨트롤러의 기능.
Table 1. Functions of remote controller.

2Way Joystick · Hoist Forward/Backward

4Way Joystick · Trolley Up/Down
· Gentry Left/Right

Rocker switch · Power On/Off
· Control On/Off

Emergency stop switch · Emergency stop On/Off

Push button switch

· Spreader pump on/off
· Spreader length 20ft/40ft
· Flipper Up/Down
· Twist Lock/UnLock

그림 3. 원격 컨트롤러 구조.
Fig. 3. Structure of remote controller.

시뮬레이터의 원격 컨트롤러에 대해, III 장에서 개발된 컨

트롤러의 성능평가를 기술한다. IV 장에서는 안벽크레인에 

적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V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안벽크레인 원격운전 시스템 구성

본 장에서는 실제 안벽크레인 원격운전을 위해 요구되는 

구성과 이를 대체하여 테스트를 위한 안벽크레인 시뮬레이

터 및 개발된 컨트롤러에 대해 기술한다.
안벽크레인의 원격운전을 위해서는 크게 위한 원격 제어

실(RCC: Remote Control Center)은 크레인 제어를 위해 안벽

크레인에 설치된 영상데이터를 분배하여 원격제어실 내의 

모니터에 나타내기 위한 영상분배장치(IDM: Image Distribu- 
tion Management), 수신된 영상으로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

해 크레인의 PLC (Programable Logic Controller)와 연결된 

제어시스템(RCS: Remote Control System)으로 구성되며 구

성은 그림 1과 같다. 실제 안벽크레인은 기계장치, 전기장

치 외에 PLC등 제어시스템을 포함하는 대형 장치로 항만

에서 운용중인 실제 크레인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기에 앞서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를 테스트베드로 사용하여 개발된 

컨트롤러의 성능을 측정 한다. 
1.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는 작업자의 교육 훈련을 위해 제

작된 시뮬레이터로 RMQC (Rail Mounted Quay Crane)의 운

전실의 시각으로 크레인을 조종 가능하게 3D로 제작된 소

프트웨어이다[10]. 
시뮬레이터는 조종장치와 운전자의 조종에 따른 크레인

의 동작을 보여주는 모니터로 구성된다. 조종장치는 조이스

틱과 다양한 기능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종장치와 

모니터와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2와 같이 UART (Univer sal 
Asynchronous Receiver and Transmitter)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각 제어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이 정의 

되어 있다. 
2.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 원격 컨트롤러의 제작

본 논문에서 원격운전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IEEE 
802.11g Wi-Fi를 기반으로 사람이 휴대 가능한 원격운전 단

말을 개발하였다. 그림 1의 RCC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안

벽크레인 외부에서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는 이동형 컨트

롤러로서 개발하였다. 개발된 컨트롤러는 적용하고자하는 

시뮬레이터의 인터페이스가 시리얼임에 따라 Wi-Fi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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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격 컨트롤러 동작 명령 구조.
Fig. 4. Structure of operation routine for remote controller.

 

그림 5. 스마트 컨트롤러.
Fig. 5. Smart controller.

그림 6. 컨트롤러의 지연시간 측정.
Fig. 6. Delay time measurement of controllers.

표 2. 컨트롤러의 지연시간 측정.
Table 2. Delay time measurement of controllers.

Wired Remote Smart
Average 5.583ms 9.376ms 7.270ms

Minimum 0.745ms 3.532ms 1.981ms
Maximum 10.552ms 40.035ms 19.030ms

STD. Deviation 2.340ms 4.311ms 2.675ms

시리얼로 변환하기 위한 무선송수신기를 제작하여 시뮬레

이터와 컨트롤러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기존 컨트롤러

의 복잡한 버튼들을 축약하고 크레인 운전을 위해 필수적

으로 필요한 기능만을 축약하여 제작하였으며 사용된 조이

스틱 및 스위치의 기능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명령어가 수행되기 전에 우선 원격 컨트롤러는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 접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가 접속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써 Initialize 명령어

가 수신되었을 때만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또한 유선 

컨트롤러와의 호환성을 위해 기존 프로토콜을 변경 없이 

원격 컨트롤러 상에 구현하여 동시 작업이 가능하게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에 동작명령이 수행되는 과정을 도

시하였다. 
3.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 스마트 컨트롤러 제작

안벽크레인을 운용함에 있어 크레인의 외부에서 컨테이

너의 위치를 조정하고 작업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수가 항

시 크레인 운전수와 협업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크레인 원

격 컨트롤러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제어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인 조종 도구는 개발된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을 단말로 하는 컨트롤

러를 개발하였다. 스마트 컨트롤러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원격 컨트롤러의 기능을 모두 구현하였다. 스
마트 컨트롤러는 원격 컨트롤러의 조이스틱, 스위치 같은 

직접적으로 크레인을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융합된

다면 개발된 원격 컨트롤러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시뮬레이터 원격운전 시스템 성능테스트

크레인 원격 운전 시 운전단말과 스프레더 등 크레인의 

주요 장치들과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크게 나누어 제어정보

와 카메라로부터의 영상정보로 나눌 수 있다. 제어정보는 

용량은 작으나 오류 및 전송지연에 민감하고, 영상정보는 

용량은 크나 상대적으로 오류에는 덜 민감한 성질이 있으며 

따라서 무선 LAN을 기반으로 크레인을 원격 운전할 경우, 
가장 중요한 성능지표는 데이터의 전송대역폭(Throughput)
과 전송지연, 전송지연의 변화(jitter) 이다. 본 장에서는 기

존 유선, 무선, 스마트 컨트롤러의 전송지연을 측정하여 비

교함으로서 개발된 컨트롤러가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의 

제어에 적합한지를 알아본다. 
1. 컨트롤러 성능평가 방법

성능평가는 유선 기반의 컨트롤러와 원격운전 컨트롤러 

및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컨트롤러를 대상으로 각 디바이

스의 통신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지연시간의 측정방법은 그

림 6과 같이 시뮬레이터 측에서 초기화 데이터(0x021000 
1003)를 컨트롤러에게 송신하고 이를 컨트롤러가 수신하면 

컨트롤러는 현재 상태 메시지(0x0200EE00EE00DC03)를 시뮬

레이터로 전송하고 이때 걸린 시간을 2로 나눈 시간을 지연

시간으로 하였다. 각 테스트는 1000번 반복하였으며 원격 

및 스마트 컨트롤러는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를 가시거리에

서 조종 가능한 20m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유선 및 원격 컨

트롤러는 MSP430 MCU 기반의 시스템이며 스마트 컨트롤

러는 ARM Cortex A9 MCU가 사용된 단말을 이용하였다. 
2. 성능평가 결과

모든 컨트롤러가 평균 10ms 이하의 지연시간을 보였다. 
유선이 약 6ms으로써 가장 작은 지연을 보였으며 원격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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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능 테스트용 시스템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respective performance test systems.

Device Specification

Notebook

CPU : Intel i5 2.66GHz dual core 
RAM : 6GB DDR3
LAN : 1 Gigabit Ethernet
OS : Windows 7 64bits

Embedded 
Computer

(BeagleBone 
black)

CPU : 1GHz dual core processor
RAM : 512 MB DDR3
LAN : 100M Ethernet
OS : Ubuntu 12.04 LTS

Router
(IPTIME 

A2004NS)

LAN : Gigabit
Wireless : IEEE 802.11 a/b/g/n/ac
Frequency : 2.4 GHz, 5GHz
Antenna : 5GHz 802.11 ac/a/n ANT(2EA)
 2.4GHz 802.11 b/g/n ANT(2EA)

LAN card
(IPTIME

A2000UA)

Wireless : IEEE 802.11 a/b/g/n/ac
Frequency : 2.4 GHz, 5GHz

그림 7. TCP 전송대역폭.
Fig. 7. TCP throughput.

트롤러가 평균 10ms으로 가장 지연이 컸다. 이는 원격 컨

트롤러의 MCU가 스마트 컨트롤러의 MCU보다 성능이 낮

아 Wi-Fi 칩셋의 송수신 버퍼를 처리하는 성능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이다. 표 2는 지연시간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다.
1000개의 제어데이터를 송신할 경우 통신지연시간은 유

선 컨트롤러의 경우 약 5.5초, 스마트 컨트롤러는 약 7.5초, 
원격 컨트롤러는 9.5초였으며 각 컨트롤러의 지연시간의 변

동 폭(jitter)이 크지 않았다. 원격컨트롤러와 스마트 컨트롤

러의 경우에 지연시간이 최악의 경우도 40ms 정도로 이 수

치는 사용자가 유선으로 조종하는 것에 비해 의미 있는 차

이는 아니다. 

IV. 안벽크레인을 위한 네트워크 성능 테스트

앞장에 기술된 크레인 시뮬레이터용 단말과 그에 사용된 

WiFi 네트워크는 실제 크레인에 적용하기는 성능상에 부족

함이 예상된다. 즉, 크레인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용되지 않

는 다수의 카메라 데이터가 실제 안벽 크레인 원격운전 시

스템에서는 처리되어야하므로 안벽크레인의 원격운전 시스

템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갖는 CPU와 큰 대역폭의 네트워

크가 요구된다. 실제 안벽크레인에서는 컨테이너의 각 모서

리의 영상 4개, 크레인의 하부 야드 트랙터(Yard Tractor)의 

위치 및 높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영상 2개 이상 등 통

상 12개 정도의 카메라에서 영상 데이터가 운전자에게 전

송된다. 이에 따라 안벽크레인의 원격운전을 위한 무선 네

트워크로 2013년 11월 Draft7.0이 통과되어 시제품이 출시

되고 있는 IEEE802.11ac(5GHz)를 사용하여 영상 데이터를 

수신하고 IEEE802.11ac(2.4GHz)대역을 사용하여 제어 데이

터를 송신하도록 설계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어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간의 주파수의 충돌 

및 간섭을 줄여 크레인에 대한 제어데이터를 송신함에 있

어 통신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벽크레인 한대에 단

일 네트워크로써 동작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IEEE802.11ac 
(5GHz)는 최대 6.93Gbit/s를 지원함으로써 카메라 한 대당 

요구되는 대역폭은 기존 IPTV에서 제공하는 최대 1080p 화
질인 10Mbps로써 산정하여도 안벽크레인 한 대에 설치되는 

최소 6대 이상의 카메라 대역폭을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으로서는 노트북 및 32 비트 CPU를 장착

한 내장형 컴퓨터를 가지고 무선 LAN의 성능평가를 진행

하였다. 
1. 성능 테스트 방법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첫 째, 기존 원격 컨트롤러의 MCU의 인터페이스로는 

단일 장비에서 다수의 NIC (Network Interface Card)의 사용

이 불가하여 1GHz Dual Core MCU가 장착된 임베디드 컴

퓨터를 사용하여 Throughput과 지연시간을 측정한다. 둘째, 
두 대역을 단일 장비로 사용할 때 최대한의 성능을 알아보

기 위해 노트북을 이용하여 Throughput과 지연을 측정한다.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하나의 장치에서 동시에 사용하기 위

해 이더넷 포트에 무선 라우터를 연결하고 USB를 통해 무

선 NIC를 연결한다. 제어데이터는 용량이 작은 대신 전송의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2.4GHz 대역을 사용하여 TCP를 사용

하여 송신하고, 반면 대용량의 영상데이터는 5GHz 대역의 

UDP로 송신한다. 사용된 IEEE802.11ac NIC는 2Tx-2Rx 안
테나를 사용하는 모델로써 최대 867Mbps의 링크속도를 지

원한다. 표 3은 사용된 디바이스의 사양이다. 
각 테스트는 15m, 30m, 50m, 70m 거리별로 학교 내 운

동장에서 전송률을 측정하였다. 전송률 측정은 6.2MByte 크
기의 패킷을 5분 동안 송신하여 받은 실제 받은 데이터의 

양을 통해 계산한다. 테스트 시 검색되는 AP는 2.4GHz 대
역이 약 80여개가 검색이 되었고 5GHz 대역은 10개미만의 

AP가 검색되었다.
2. 성능 테스트 결과

2.1 전송률

성능측정 결과 임베디드 컴퓨터와 노트북간의 TCP 전송

률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8은 UDP 전송률을 비교한 그래

프이다. UDP가 TCP보다 약 2~4.5배 높은 성능을 보이며 

UDP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대역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패킷 손실율도 그림 9의 그래프와 같이 3% 이내로 측정되

었다. TCP의 경우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역폭이 감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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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DP 전송률.
Fig. 8. UDP Throughput.

그림 9. UDP 패킷 손실률.
Fig. 9. UDP packet loss rate.

그림10. TCP 지연시간.
Fig. 10. TCP Delay Time.

그림11. UDP Jitter 시간.
Fig. 11. UDP Jitter Time.

며 통신 오류에 따른 재전송으로 추정된다. 오류의 원인은 

거리에 따른 무선신호의 약화와, 주변에 검색된 2.4GHz 대
역의 AP가 많음에 따라 간섭 및 충돌로 추정된다. 임베디

드 시스템은 100base-T 이더넷 포트와 USB2.0을 통해 NIC
와 연결 되어 IEEE 802.11ac가 제공하는 속도를 지원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반면에 노트북의 경우 기가이더넷과 

USB3.0을 통해 NIC와 연결되기에 지원하는 속도를 지원한

다. 하지만 그래프에서와 같이 통신 오버헤드를 제외한 실

제 전송률은 UDP의 경우 최대 200Mbps의 전송속도를 보였

다. 최대 링크속도는 867Mbps를 지원하나 이는 PHY 대역

에서 지원하는 링크속도로써 NIC, 라우터, 컴퓨터 등의 오

버헤드를 비롯한 전송지연을 통해 실제 데이터 전송 속도

는 링크속도보다 낮게 측정된다.
2.2 지연시간

지연시간 테스트의 경우 TCP는 컨트롤러의 지연시간 측

정과 같은 방법으로써 서버의 데이터 수신시 ack를 클라이

언트로 바로 전송하여 Turn around 시간을 2로 나눈 시간을 

측정하였다. UDP의 경우 영상 데이터로써 지연시간의 간격 

즉 지연시간의 표준편차, Jitter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림 10
의 그래프는 TCP지연 시간을 나타낸다. TCP의 경우 거리

가 증가할수록 지연시간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1은 

UDP의 Jitter를 측정한 그래프이며 거리별 각 지연의 표준

편차는 2~6ms 이다.

2.3 결과 분석

부산항에서 사용되는 안벽크레인의 경우 높이가 약 75m
에 이르고 운전실까지 높이는 약 50m이다. TCP의 경우 

15m일 때에 비해 Notebook은 약 32%, Embedded system의 

경우는 약 58%의 성능 감소를 보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USB 인터페이스의 성능이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거리에 따른 성능의 차이가 큼을 확인 할 수 있

다. 반면, UDP는 15m와 70m에서의 측정값을 비교할 때 상

대적으로 거리에 의한 영향이 9% 정도로 크지 않았다. 성
능평가 결과 180Mbps의 UDP 전송률은 카메라 당 10Mbps
의 용량을 요구한다 해도 약 18개의 고화질 영상을 송신할 

수 있으며 이는 크레인의 원격운전에 충분한 용량이다. 사
람이 크레인을 제어할 경우 응답시간은 1초 이내 정도로서 

TCP (Embedded system)의 경우 최대 23ms로 이는 실제 운

전 중인 작업자가 크레인을 동작 상태를 확인하며 제어함

에 있어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값이다. 카메라 영상 전송

을 가정한 UDP에서의 jitter 값도 최대 7ms 이내로 이는 영

상을 재생함에 있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수치이다. 따
라서 32비트 CPU와 USB 3.0 이상을 갖춘 시스템에서는 무

선통신을 이용한 안벽크레인의 원격운전이 충분히 가능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항만 환경에서 주파수 충돌로 인

한 패킷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충돌이 감지

되면 충돌가능성이 작은 다른 채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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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전 세계적으로 구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무인화 및 원격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안벽크레인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벽크레인

의 무인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써 안벽크레인 시뮬레이터를 

원격 조종하는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또한 안벽크레인에 적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이

에 대한 성능을 테스트 하였다. IEEE802.11ac는 제품이 생

산 된지 1년이 체 지나지 않은 네트워크로써 향후 장비의 

안정성 및 링크속도가 보다 향상되면 전송지연은 감소하고 

대역폭은 더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무선

으로 안벽크레인을 원격 조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컨트롤러는 시뮬레이터

에서 사용되는 것은 충분하나 실제 안벽크레인에 적용할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PU등 시스템의 더 높은 성능

의 시스템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에 유

용한 바탕으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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