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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컨테이너터미널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컨테이너터미널의 수익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자는 전반적인 컨테이너터미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컨테이너터미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은 운영 중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있으며, 운영자는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영 문제를 분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프로세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container keeping object)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또한 TOS(terminal operating 
system)에 저장된 데이터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한 이벤트 로그를 정의한다. 
제안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불완전한 이벤트 로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제되는지 설명한다. 이벤트 로그를 쉽고 빠르게 수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python2.7을 이용하여 해당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였다. 또한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여 제안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벤트 로그 정제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의 비정상적인 프로세스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중심어 : 이벤트 로그 정제, 컨테이너터미널, 대용량 데이터

Abstract

There is gradually being a decrease in earnings rate of the container terminals because of worsened business environment.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of terminal, operators of the container terminal have been attempting to deal with 
problems of operations through analyzing overall the terminal operations. For improving operations of the container 
terminal, the operators try to efforts about analyzing and utilizing data from the database which collects and stores 
data generated during terminal operation in real time.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operating 
processes and defined the event log data to generate container processes and CKO processes using stored data in TOS 
(terminal operating system). And we have explained how imperfect event logs creating non-normal processes are refined 
effectively by analyzing the container and CKO processes. We also have proposed the framework to refine the event 
logs easily and fast. To validate the proposed framework we have implemented it using python2.7 and tested it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real container terminal as input data. In consequence we could have verified that the non-normal 
processes in the terminal operations are greatly improved.

■ Keyword : refining evnet logs, container terminal, massiv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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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서론 내용

IT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산업현장을 상시 데

이터 수집 시 로 이끌었고, 기업들은 범람하는 

데이터 속에서 경영혁신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기

업들은 거 한 가치 추출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규모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가 먼저 그 

가치를 추출해 내느냐가 기업의 성패를 가능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김정숙, 2012). 기업들은 경

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해 꾸준히 연구하

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한 노력은 컨

테이너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시설인 컨테이너터

미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악화되어가는 경영

환경 속에서 컨테이너터미널의 수익률은 점차 감

소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컨테이너터

미널 운영자들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거

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혁신적인 경

영기술을 응용하거나, 첨단기술을 도입한다(송계

의, 2014). 컨테이너터미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는 신속성, 정시성, 안정성 등의 항만물류 서비

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신

기술 하역장비의 도입이나 컨테이너터미널의 시

설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운영자들은 터미널 운영 시스템(TOS)

을 개선하거나, TO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

용하여 터미널 운영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한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자들은 실시간으로 수집

되는 TO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터미널 운영상황

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많

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은정, 하병현(2013)은 

TOS의 데이터로부터 컨테이너터미널의 생산성

을 분석할 수 있는 형식 프레임워크를 연구하였

고, 전 욱과 배혜림(2015)은 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OS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예외적 형태의 물류 프로세스를 판별하는 

LAPID를 제안하였다. Sutrisnowati, Bae, Song 

(2013)은 컨테이너터미널의 이벤트 로그로부터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여 베이지안 네트워크

(bayesian network)를 생성하고, 이를 통해 컨테이

너 프로세스의 지연 가능성을 추론하는 방안에 

해 연구하였다.  

이처럼 TO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터

미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산업

현장과 비슷하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도 데이터의 오류나 누락은 자주 발생한다. 이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지만, 컨

테이너 수동처리와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

다. 예를 들어 이송해야 할 컨테이너가 지정된 위

치에 없는 경우, 현장의 작업자들은 직접 컨테이

너를 찾아 해당 작업을 처리한다. 반 로 컨테이

너를 적재해야 할 위치에 이미 다른 컨테이너가 

있어서 임의로 다른 위치에 컨테이너를 놔두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 바뀐 컨테이너의 위

치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오류가 

발생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문

제점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TOS에서 생성

되는 데이터의 오류 및 누락 문제를 해결할 필요

가 있다. 데이터 분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품질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터

미널 운영 중 생성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

고, 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프로세스를 

분석하기 위한 이벤트 로그 생성방안에 해 논

의한다. 또한 생성된 이벤트 로그의 오류와 누락

의 형태를 설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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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하는 방법에 해 연구한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불완전한 이벤트 로그를 정제방법은 데이

터 분석 전문가뿐만 아니라 터미널을 운영하는 

비전문가들도 쉽고 빠르게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 로그 정제

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는 이벤트 로

그의 정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정제된 이벤트 로그를 바탕으로 실제

로 발생한 컨테이너터미널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테이너터미널의 성능을 평가하

도록 한다. 또한 이벤트 로그를 바탕으로 과거에 

일어난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터미널의 상

황을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성능평가 시스템을 구현하여 이

벤트 로그를 정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른 이벤트 로그 정제

방법과 다르게 두 가지 형태의 프로세스를 상호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벤트 로그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고 정제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벤트 로그 정제방법은 기존의 연구들

과 유사하게 패턴기반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일

반적으로 하나의 이벤트 로그에서 하나의 프로세

스를 생성하는 방법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하

나의 이벤트 로그에서 두 가지 형태의 프로세스

를 생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벤트 로그의 오류

와 누락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보통 작업처리 순

서와 같이 하나의 관점으로 생성된 프로세스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컨테

이너 관점으로 하나의 컨테이너가 어느 장비와 

시설을 거쳐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나타내는 프로

세스와 장비 및 시설 관점으로 각 장비 및 시설이 

어디서 컨테이너를 집어서 어디로 이송시켰는지 

나타내는 프로세스를 생성한다. 두 가지 형태의 

프로세스를 상호 비교하여 이벤트 로그의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고 이를 정제하도록 한다. 

Ⅱ. 관련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문

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마

이닝 기법을 적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프

로세스 마이닝은 정보시스템이나 다양한 장비에

서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세스 모델 및 

패턴분석을 용이하게 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

한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벤트 로그가 필요하며, 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

여 이벤트 로그를 생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벤트 

로그를 생성하는 원시 데이터에는 부정확한 값, 

결손값, 잡음, 불일치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데

이터의 이상치나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을 데이터 

정제라고 말한다. 데이터 정제를 통해 이벤트 로

그의 품질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세스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벤트 로그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의 이벤트 로그로

부터 현실과 일치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노이즈

를 제거해야만 한다. Suriadi et al.(2017)은 패턴 

기반 접근 방식으로 흔히 발생하는 이벤트 로그

의 품질 문제를 설명하고, 발견 및 수정하는 체계

적인 접근 방식에 해서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

르면 프로세스 마이닝 또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을 수행하기 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해야만 고품질의 이벤트 로그를 준

비할 수 있다고 한다.

공성원과 황덕열(2018)은 신뢰도가 낮은 데이

터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

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하는 방안에 

해 연구하였다. 이들은 도메인 기반의 빅데이

터 품질 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머신러닝을 이

용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품질 진단에 소요되

는 작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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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을 향상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

여 프로세스 운영을 보다 신뢰성 있게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Lu et al.(2016)은 

이벤트 로그의 레이블을 통해 프로세스를 분석하

는 경우, 중복된 레이블로 인하여 부정확한 결과

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이벤트 로그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중복된 레이블을 전처리하

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이벤트 로그 레벨 정제방법을 사용하면 원래의 

프로세스와의 유사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지현과 정재윤(2017)은 

프로세스 운영 및 분석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중

심으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6시그마와 BPM을 통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들은 이 모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

고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인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하였다. 이효준, 김재원, 신

광섭(2017)은 건자재 야적장 구조와 연간 주문 

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자재 제품 사이의 연

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의 적재 

위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제

품 집하를 위한 동선을 최소하고, 상차 지연에 따

른 납기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Ⅲ. 연구내용

3.1 컨테이너 교환(Container handover)

컨테이너터미널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방 한 양의 원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

보로부터 컨테이너터미널 프로세스의 문제점

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원시 데이터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것을 이벤트 로그라고 하

며, 품질 좋은 이벤트 로그를 추출하기 위해서

는 원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며, 무엇

을 기록하고 있는지 등, 원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분석 과정은 많

은 시간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도메

인 전문지식 또한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컨테이너터미널이라는 도메인을 상으

로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벤트 로그를 

추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

고자 한다. 

컨테이너터미널 작업은 <그림 1>과 같이 모선

(mother vessel)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모선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려 장치

장에 적재하는 양하작업(discharging)과 장치장의 

컨테이너를 모선에 싣는 적하작업(loading)이 있

다. 해당 작업들은 컨테이너터미널의 레이아웃, 

사용하는 장비, 운영정책 등에 따라 상이한 프로

세스를 가지며, 각 프로세스를 수행하면서 생성

되는 데이터의 형태와 내용은 컨테이너터미널에

서 사용하는 TOS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개요

컨테이너터미널의 목표는 서비스하는 모선이 

되도록 빨리 출항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안벽 크레인, 야드 트랙터 등과 같은 장비의 효율

성과 컨테이너 작업을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주요 성능지표로 분석한다. 

<그림 2>는 서로 다른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터미널 성능평가를 위한 대용량 이벤트 로그 정제 방안 연구   15
 

수집한 TOS의 실제 데이터 예시이다. 이처럼 

상이한 형태 및 정보를 담고 있는 원시 데이터

를 분석 상 컨테이너터미널 마다 각각 수행하

는 것은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

다.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이벤트 로그 구조가 있어야 

한다. 

컨테이너터미널마다 저장하고 있는 원시 데이

터의 형태나 내용은 상이하지만, 해당 데이터로

부터 도출하는 성능지표 요소는 유사하다. 즉, 컨

테이너터미널에서 수집한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

여 취득하는 정보의 내용은 비슷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원시 데

이터로부터 컨테이너터미널의 성능지표를 도출

하기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데이터 목록은 

일반화된 컨테이너터미널의 이벤트 로그 목록이 

되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 분석을 보다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테

이너터미널의 양하 및 적하작업을 상으로 이벤

트 로그를 추출하도록 한다. <그림 3>은 컨테이

너터미널 양하작업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나

타낸 것이다. 상단의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야드 

트랙터를 사용하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양하작업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하위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은 컨테이너를 직접 집어 올리고 내리는 셔틀 캐

리어라는 장비를 사용하는 터미널의 양하작업 프

로세스를 나타낸다. 적하작업은 양하작업이 일어

나는 순서의 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과 같이 컨테이너터미널의 특성에 따

라 양하 및 적하작업 프로세스는 각각 다른 형태

를 가진다. 서로 다른 작업 프로세스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집는 활동(pick up a 

container)과 컨테이너를 건네는 활동(release a 

container)이다. 즉, 장비와 장비 사이의 컨테이너 

교환, 장비와 시설 사이의 컨테이너 교환이 연속

적으로 발생하면서 하나의 작업 프로세스를 수행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착안하여 컨테이너터

미널 작업 프로세스의 최소단위인 “컨테이너 교

환(ㅊcntainer handover)”이라는 개념을 컨테이

너터미널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 도입하도록 

한다. 또한 생성된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벤트 

로그의 오류 및 누락을 쉽게 발견하는 방법과 

이를 수정 및 정제하는 방안에 해서도 설명하

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컨테이너 교환은 컨테

이너 교환이 발생한 시간(timestamp), 작업 상 

컨테이너(container ID), 컨테이너를 건넨 장비 또

는 시설(preceding resource), 컨테이너를 받은 장

비 또는 시설(succeeding resource), 어떤 활동을 

수행했는지(activity), 어떤 모선(target vessel)을 

상으로 어떤 작업(target operation)을 수행했는

지 나타낸다.

Input: 

E: event log dataset

T: set of timestamp

R: set of resources

A: set of activity 

O: set of operation

C: set of containers

V: set of vessels

Output:

H: set of container handovers

Definition 1 (Container handover):

컨테이너터미널의 장비와 장비, 또는 장비와 

시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교환 활

동으로 컨테이너터미널 작업 프로세스를 구성

하는 최소단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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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t, r, a, op, c, v)

t: timestamp (t∈T)

r: handover relationship 

   r= R×R = {(r1, r2) | r1∈R, r2∈R}

   r1: preceding resource 

   r2: succeeding resource

a: activity (a∈A)

op: target operation (op∈O)

c: target container (c∈C)

v: target vessel (v∈V)

<그림 2> 실제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집되는 TOS의 원시 데이터 예시

<그림 3> 서로 다른 컨테이너터미널의 양하작업 시퀀스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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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컨테이너 교환 생성

정의된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로그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

다.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벤트 로그는 case ID, activity, timestamp, orig-

inator와 같은 형태를 지닌다. 이 같은 정보만으

로는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4>과 같은 형태의 이벤트 로그를 제안하

고자 한다. 제안된 이벤트 로그는 컨테이너터미

널의 운영을 분석하기 위해 도입된 컨테이너 교

환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컨테이너 교환은 컨테이너를 직접 집거나 놓

을 수 있는 동적인 장비와 이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장비 또는 시설 사이에서 이루

어진다. 예로 컨테이너를 직접 집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셔틀 캐리어의 경우, 안벽 크레인

(quay crane)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직접 건네받

는 것이 아니라, QC Buffer라고 칭하는 안벽 크

레인 아래의 빈 공간에 놓인 컨테이너를 직접 

집어서 이송한다. 반면, 야드 트랙터의 경우, 컨

테이너를 직접 들 수 없기 때문에 안벽 크레인

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받아 목적지로 이송한다. 

이 같은 컨테이너 교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벤트 로그에 resource와 location이라는 

데이터 항목을 지정하였다. Resource는 컨테이

너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장비 데이터가 입력

되며, location은 컨테이너를 수동적으로 처리하

는 장비 또는 시설 데이터가 입력된다. <그림 4>

의 첫 번째 줄 이벤트 로그의 경우, 2012년 3월 

19일 오전 2시 18분 29초에 안벽 크레인 STS102

가 HNDN 모선으로부터 양하작업(discharging)

을 수행하기 위해 모선의 33번째 구역에 있는 15

번째 열, 84번째 행(33-15-84)의 UACU5449157 

컨테이너를 집어 들었음(Twistlock)을 의미한다. 

여기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 수 있는 안벽 크레

인 STS102가 resource(컨테이너 교환의 succeed-

ing resource)가 되며, 컨테이너를 직접 들 수 없

어서 컨테이너가 놓여 있던 모선의 한 공간이 lo-

cation(컨테이너 교환의 preceding resource)이 된

다. 이러한 특성은 컨테이너를 집는 활동과 내

리는 활동에 따라서 컨테이너 교환의 preceding 

resource가 될 수도 있고 succeeding resource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제안한 이벤트 로그로부터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제안된 이벤트 로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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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_container_handover(E)

    H ← [ ]

      Tuple e 

    while (not empty(E))

       e ← pop(E)

         t ← e.timestamp

       if (e.activity = “pickup”) 

   r2 ← e.resource

   r1 ← e.location

else:

r1 ← e.resource

r2 ← e.location

end if

     r ← (r1, r2)

a ← e.activity

op ← e.operation

c ← e.container

v ← e.vessel

push(H, (t, r, a, op, c, v))

    end

    return H

3.3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

프로세스 마이닝에서는 종종 데이터를 통해 

생성한 현실의 프로세스 맵이 너무나 복잡한 경

우가 있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프로세스 

맵은 유용한 통찰력이나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

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프로세스 맵을 분할하고 단순화하는 다

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업

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도 컨테이너터미널의 프로세스를 보

다 직관적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이를 분할하

고 단순화시켰다. 컨테이너터미널에서는 하나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서 걸린 총소요시간과 

각 장비의 점유율, 각 장비의 기시간 등을 중요

하게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컨테이너

가 양하 또는 적하작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목적

지에 저장되는 단계까지를 하나의 컨테이너 프로

세스(Container process)로 간주하고, 이를 중심으

로 컨테이너터미널의 프로세스를 분석 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각 장비의 점유율과 기시간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장비 또는 시설 중심의 프로세스

를 생성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비 

또는 시설 중심의 프로세스를 CKO(Container 

keeping object) 프로세스라 정의한다.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컨테

이너 교환관계 (r1,r2) 중 하나가 누락될 경우, 해

당 정보를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림 5>에

서와 같이 r1이 누락된 경우, 앞서 발생한 컨테이

너 교환관계 r2가 r1이 된다. 즉, r1[t+1]=r2[t]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는 컨테이너의 교환은 CKO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며,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컨테이너가 서로 다른 CKO에 존재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부터 성립된다.

CKO 프로세스를 생성할 시, CKO는 여러 개

의 서브 프로세스(sub-process)를 가지고 있다

Handover[t]
• r1(preceding) : ASC061
• r2(succeeding) : A6-TP3

SH14A6-TP3ASC061A6-13-6-3

Handover[t+1]
• r1( preceding): Null
• r2( succeeding): SH14

동일

<그림 5> 컨테이너 프로세스 생성 시 수행되는 누락된 컨테이너 

교환 수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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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컨테이너터미널에는 사

용하는 장비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컨테이너만 

처리하거나(single job) 두 개의 컨테이너를 동

시에 처리하기(twin job)도 한다. 장비가 형화 

되어가면서 4개의 컨테이너를 동시에 처리

(tandem job)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한 장비라

도 컨테이너의 크기에 따라 single로 처리하거

나 twin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서브 프로세스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브 프로세스는 

CKO가 컨테이너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시작

하여 스케줄링 된 컨테이너를 모두 처리한 후 

다시 컨테이너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한다.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는 아래

와 같이 정의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

즘을 통해 생성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통해 컨

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를 생성한 결

과는 <그림 6>과 같다. CKO 프로세스의 경우, 

in은 컨테이너를 집거나 받아서 컨테이너를 하

나 획득함을 의미하고, out은 가지고 있는 컨테

이너를 하나 건네줌으로써 컨테이너가 하나 소

실되었음을 의미한다. 

Definition 2 (Container process, CKO process):

컨테이너 프로세스는 특정 컨테이너가 어떤 

장비 또는 시설(CKO)를 통해 처리되었는지 나

타내는 것으로 특정 컨테이너를 처리한 컨테이

너 교환을 시간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임. CKO 

프로세스는 컨테이너터미널 내 특정 CKO가 수

행한 작업과정을 특정 CKO를 거친 컨테이너 교

환을 시간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임.

Input:

  Ccpcont: set of container handovers handling 

specific container cont (cont∈C)

  opcko: set of container handovers having spe-

cific cko as r1 or r2 (cko∈R)

Output:

   CP: set of container processes

   OP: set of CKO processes

create__process(cpcont, opcko)

   CP, OP, SP ← { }

tuple r_1, r_2

var int cko_has ← 0

list sub_process ← [ ]

sort(cpcont)

sort(opcko) 

for i = 1 to |cpcont| - 1 

r_1 ← cpcont[i][1]

r_2 ← cpcont[i][1] 

if (r_1[1] = None)

  r_1[1] ← r_2[0]

else if (r_2[0] == None)

  r_2[0] ← r_1[1]

end if 

push(CP, cpcont) 

 

   for j = 0 to |opcko| 

if(cko_has = 0) and (|sub_process| ≠ 0)

 push(OP, sub_process)

    sub_process ← [ ]

   end if 

   if (opcko[j].activity = “pickup”) 

cko_has ← cko_has + 1

push(sub_process, “in”)

   else

cko_has ← cko_has – 1

push(sub_process, “out”)

   end if

return C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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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벤트 로그 정제 프레임워크

이벤트 로그를 수정 및 정제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는 원시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통계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7>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로 컨테이너 교환을 기반

으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생

성한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들을 이용하여 이벤

트 로그의 오류 및 누락을 쉽게 발견하고 효율

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통해 이

벤트 로그의 누락 및 오류를 수정 및 보완하는 

방안에 해서 설명한다.

4.1 컨테이너터미널 프로세스 분석

원시 데이터로부터 이벤트 로그를 도출한 뒤, 

이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하고 컨테

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방

안에 해 앞서 설명하였다. 그 결과 획득한 컨

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는 <그림 6>

과 같았다. 해당 결과를 통해 사용자는 컨테이

너 프로세스의 종류가 예상하는 수보다 많이 존

재하며, 예상을 빗나가는 비정상적인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가 많이 생성되었음

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정상적인 컨테이너 프로세스는 “MV(vessel)- 

STS(QC)-QB(QC buffer)-SH(YT)-LM(TP)-ASC 

(YC)-BL(block)” 또는 “BL-ASC-LM-SH-QB-STS- 

MV”와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림 6>

에서는 “BL-ASC-LM-SH-?-STS-MV” 형태의 컨

<그림 6>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생성한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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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너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정상 프로세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가 존재하며, 이는 이벤트 

로그로부터 해당 정보를 도출할 수 없었음을 의

미한다. 즉, 이벤트 로그의 누락으로 인해 비정

상적인 프로세스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CKO 프로세스는 “in-out”, 

“in-in-out-out” 형태와 같이 컨테이너를 획득하

는 횟수와 상실하는 횟수가 동일해야 한다. 이

는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의 수가 장비의 컨테이

너 수용능력을 넘어서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즉, CKO가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지 않도록 in과 out이 적절하게 수행되어야만 

정상적인 CKO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그림 6>을 보면 장비인 CKO 프로세스들 중 

“in”만 있거나 “out”만 있는 프로세스도 존재하

고, “in”과 “out”의 횟수가 동일하지 않은 프로세

스도 존재한다. 또한 “in”과 “out”의 횟수는 동일

하지만, 하나의 컨테이너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

면서 2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한 후 처음에 

집었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CKO 프로세스는 비정상 프로세스이다.

반면 모선이나 TP, 블록과 같이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CKO는 “in” 또는 “out”의 쌍으로 구성

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CKO 프로세스이다. 즉,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블록이나 모선

의 컨테이너 수용 한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

속적인 “in”으로만 구성된 CKO 프로세스는 컨

테이너의 반출 없이 반입만이 이루어졌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CKO는 

“in”과 “out”의 쌍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단순화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는 직관적으로 비정상

적인 프로세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이벤트 로그의 오류 및 누락의 존재를 쉽게 발

견할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통해 누락된 정보가 무엇이며, 해당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데이터 값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4.2 이벤트 로그 수정 및 정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된 컨테이

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는 이벤트 로그의 

오류나 누락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컨

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를 상호참조

(Cross referencing)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

는데, 상호참조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상황 전

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누락된 

이벤트 로그의 정보를 합리적으로 유추하거나 

이벤트 로그의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8>은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

세스를 상호참조 한 경우를 나타낸다. 컨테이너 

<그림 7> 효율적인 이벤트 로그 정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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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는 "MV-STS-QB-SH-LM-ASC-BL" 형

태로 정상적인 프로세스임을 알 수 있으며, 

부분의 CKO도 정상적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

고 있다. 하지만 SH의 경우, "out"만 있는 비정

상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이 경우, SH는 컨테이

너를 집어서 이송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in"과 

"out"의 쌍으로 프로세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Cont03을 처리하기 위한 "in"이 누락되었으므

로, 해당 이벤트 로그가 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벤트 로그의 누락을 보완하기 위

한 새로운 컨테이너 교환 정보를 추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컨테이너 교

환은 "양하작업을 위해 SH가 cont03을 ‘in’(즉, 

컨테이너를 집는 활동) 한다."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또한 컨테이너 교환이 이루어진 시점을 

타당하게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컨테이

너 프로세스와 누락된 컨테이너 교환의 앞/뒤 

컨테이너 교환을 통해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누락된 컨테이너 교환의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컨테이너 교환은 QB에

서 cont03이 반출된 시점에 SH가 컨테이너를 집

어야 한다. 이처럼 새롭게 추가되는 컨테이너 

교환을 바탕으로 누락된 이벤트 로그의 오류 및 

누락을 정정할 수 있다.

이벤트 로그의 오류나 누락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일한 패턴을 가

지는 프로세스의 오류 및 누락을 유형별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림 9>의 상단 

그림은 컨테이너 교환으로부터 생성된 비정상

적인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는 컨테이너 프로세스가 어떤 이벤트 로그로

부터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

가 되어야 할 이벤트 로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 

상단에 위치한 그림은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해당 프로세스를 생성한 이벤트 로그의 상세 내

용을 나타낸다. 적하작업을 수행하는 정상적인 

컨테이너 프로세스는 "BL-ASC-LM-SH-QB- 

STS-MV" 형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프

로세스는 "BL-ASC-LM-STS-MV" 형태로 SH와 

관련된 이벤트 로그 하나와 QB와 관련된 이벤

트 로그 하나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동일한 패턴으로 이벤트 로그를 누락시킨 컨

테이너 프로세스가 2개 존재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패턴으로 누락된 이벤

트 로그를 동일한 패턴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프로세스를 생성한 이벤트 로

그를 상세하게 확인하여, 패턴을 파악하고 어느 

<그림 8>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의 상호참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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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부터 해당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지 분

석한다. <그림 9>의 경우, “SH18”의 “TwistLock”

과 “STS103”의 “TwistLock”이 누락되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이벤트 로그의 loca-

tion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이벤트 로그를 2개 생성하여야하며, 기

존의 3번째 이벤트 로그의 location 정보를 보완

해야 한다.  

“SH18”의 “TwistLock”과 관련된 이벤트 로그

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 새롭게 추가

될 로그는 두 번째 이벤트 로그로부터 컨테이너 

교환 관계의 r1(즉, preceding resource)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을 두 

번째 이벤트 로그 발생 시간과 세 번째 이벤트 발

생 시간 범위 내 평균작업 시간으로 도출할 수 있

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012-03-19-04-08-38”, 

(LM-A6-TP2, SH18), “TwistLock”, “Loading”, 

“HJCU1588340”, “HNVN”> 정보를 가진 컨테이

너 교환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추가되어야 할 두 

번째 이벤트 로그도 기존의 세 번째 이벤트 로그와 

네 번째 이벤트 로그로부터 <“2012-03-19-04-25-08”, 

(STS103_Lane05, STS103), “TwistLock”, “Loading”, 

“HJCU1588340”, “HNVN”> 정보를 가진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컨테이너 교환이 이

루어진 시간은 평균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한다. 

<그림 9> 컨테이너 교환을 기반으로 이벤트 로그를 정제한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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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정보가 누락 된 지존의 세 번째 이벤트 

로그는 네 번째 이벤트 로그로부터 “STS102_Lane05”

임을 알 수 있다. SH는 STS가 위치한 하단의 빈 

공간에 컨테이너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

이너를 놓아둔 CKO로부터 이 같은 유추가 가능하

다. 이렇게 수정 보완한 이벤트 로그를 바탕으로 

해당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정정한 결과가 하단의 

그림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벤트 로그의 

오류와 누락을 정정하도록 한다. 비정상적인 프로

세스의 감소는 이벤트 로그의 품질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종종 이벤트 로그의 누락으로 인해 추가해야 

할 이벤트 로그의 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경우

도 있다. 이러한 비정상 프로세스의 수가 미미

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운영분석에 미치는 영

향이 적다면, 해당 이벤트 로그들을 삭제하여도 

분석 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Ⅴ. 사례연구

본 연구에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검증하기 위

하여 Python 2.7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구현

하였다. 해당 프로토타입에 이용한 원시 데이터

는 5576개로 실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한 의 

모선을 상으로 작업하면서 저장된 것이다. 제

안된 프레임워크에 따라 원시 데이터로부터 이

벤트 로그를 도출하고 컨테이너 교환을 생성하

였다. 생성된 컨테이너 교환을 기반으로 컨테이

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

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에

서 기 되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아닌 비정상

적인 프로세스의 오류를 다수 발견하였다. 비정

상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를 생성

한 이벤트 로그를 정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

After refining container 
handovers

<그림 10> 이벤트 로그 정제를 통해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개선한 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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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어디서 추출해야하는지 분석하였다. 새롭

게 추가되어야 하거나 정정해야할 이벤트 로그

의 사양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프로세스 유형

별로 입력하여 이벤트 로그를 정제하도록 하였

다. 정제된 이벤트 로그로부터 개선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최종적으로 획득

할 수 있었으며,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 결과

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10>은 프로토타입을 통해 컨테이너 프

로세스를 개선하기 전과 후의 화면을 비교한 것

이다. 상단의 실행화면은 이벤트 로그로부터 생

성한 컨테이너 교환을 바탕으로 도출한 컨테이

너 프로세스이며, 하단은 컨테이너 교환 기반으

로 이벤트 로그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도출한 개

선된 컨테이너 프로세스이다. 개선하기 전 컨테

이너 프로세스 유형은 비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모두 26개였으나, 개선 후 생성된 컨

테이너 프로세스 유형은 모두 5개로 확연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정상적인 컨테이너 

프로세스가 정상적인 형태로 크게 개선되었다. 

CKO 프로세스의 경우, 이벤트 로그로부터 

CKO 프로세스를 도출하였을 때 프로세스 유형

이 모두 37개였으나, 개선 후 24개로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벽 크레인의 경우, 

전체 382개 CKO 프로세스 중 비정상적인 CKO 

프로세스가 22개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안

벽 크레인의 비정상적인 CKO 프로세스가 전체 

안벽 크레인 CKO 프로세스의 5.76%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이벤트 로그 정제 방법은 이벤트 로그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상된 이벤트 로그의 품질은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 분석 결과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만

든다. 

컨테이너 프로세스와 CKO 프로세스를 기반

으로 양하 및 적하의 작업시간과 각 장비의 성

능, CKO의 점유율 등 컨테이너터미널의 다양한 

성능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성능지표

를 보면, 안벽 크레인이 single operation으로 처

리한 컨테이너의 개수는 229개이고, twin oper-

ation으로 처리한 개수는 131개였다. 또한 컨테

이너터미널 전체 작업 중 양하작업이 24%, 적하

작업이 76%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된 최종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

세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컨테이너터

미널의 성능지표를 <그림 11>의 상단과 같이 

MS excel 파일로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벤트 로그 기록 로 과

거의 터미널 운영상황을 재생하는 playback도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사용자로 하

여금 과거의 터미널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림 11>의 하단 그림은 playback을 

구현한 화면으로, 컨테이너 교환 및 제안된 프

로세스들을 통해 플레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는 병목현상이 발생한 지점이나 

작업의 불균형, 멈춰있는 장비 등을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Ⅵ. 결 론

컨테이너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터미널에서는 TOS를 사용하고 있으며, TO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 및 저장하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업자들은 

터미널의 병목현상, 장비간섭, 작업분배 불균형 

등 다양한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OS에 저

장된 데이터를 활용하길 원한다. 수집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를 개선한다면, 터미널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방 한 양의 

원시 데이터로부터 이벤트 로그를 추출하고, 컨

테이너 교환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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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교환이라는 개

념과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이

용하여 오류가 포함되거나 누락된 이벤트 로그

를 효율적으로 정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

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Python 2.7을 사용하여 프로토

타입을 구현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상적인 프로

세스가 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

선된 컨테이너 프로세스 및 CKO 프로세스를 이

용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의 장비별 생산성, 컨테

이너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양하작업과 

적하작업의 비중 등 컨테이너터미널의 다양한 

성능지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성능지표

는 MS excel 파일형태로 생성되었으며, play-

back을 통해 과거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상황

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하루에도 수 만 건 이상씩 저장되는 데이터로

부터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개선에 필요한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환경

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상으로 보다 효과적으

로 성능지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오염되거나 누락된 이벤트 로그의 정제를 보다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벤트 로

그로부터 과거의 컨테이너터미널 상황을 애니

메이션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으

로 운영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터미널 

운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써 사용

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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