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스템의 개요

할

1. 시스템의 개요

골리앗 크레인의 운전정보와 도크의 호선 배치정보, 블록 분할정보, 블록 등의 위치 정보를 기반
으로 블록의 탑재, PE 실적, 비호선 작업 등의 실적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준
작업 시간을 분석하고 타 부서와 크레인의 운전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크레인의
위치 정보

크레인 운전현황 공유
- 의장, 도장, 공사지원부 등

도크의 호선
배치 정보

크레인 실적

표준 작업시간 분석
과부하 운전 현황 분석

블록 분할 정보

자동처리

생산 실적 연계

블록의 위치
(지리정보)

운반 실적 연계



2. 시스템의 개발 목적2. 시스템의 개발 목적

본 시스템은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한 PE/탑재 공정 실적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구분 문제점 개선 방안

본 시스템은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한 PE/탑재 공정 실적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한다.

크레인 실적 처리

• 크레인의 운전 실적을 수동으로 입력하므

로 크레인 운전 내용(위치,  Fitting등)을

파악하지 못함.

• 크레인의 위치, 부하 등을 실시간 분석

• 호선 작업(탑재, PE 지원)과 비호선 작업 등

의 운전 실적 처리를 자동화

• 크레인의 실 작업 부하 파악의 어려움. • 운전 내용을 분석하도록 함.

표준 작업시간
• 경험치로 추정한 크레인 표준 작업 시간 • 자동화된 운전 처리 실적을 바탕으로 도크, 

표준 작업시간

분석
을 적용하여 계획 수립 시 부하분석 정도

가 낮음.

선종, 선형, 블록, 공정 별 표준 작업시간을

제공하여 부하 분석 정도 향상

탑재 진행 정보 공유 부재로 타 생산 부서 실시간 탑재 진행 정보를 공유
운전 현황 공유 /

생산 및 운반 실적

연계

• 탑재 진행 정보 공유 부재로 타 생산 부서

의 작업 대기, 낭비를 유발.

• 크레인의 처리 실적이 타 시스템에 실시

간으로 반영되지 않음

• 실시간 탑재 진행 정보를 공유.

• 블록운반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크와 PE장의 블록 정보를 실시

간으로 갱신간으로 반영되지 않음. 간으로 갱신.



3. 시스템의 개념3. 시스템의 개념

크레인 위치 파악  호선/블록 식별  운전 실적 처리  생산 실적  크레인 정보 공유로 구성됨크레인 위치 파악  호선/블록 식별  운전 실적 처리  생산 실적  크레인 정보 공유로 구성됨

크레인 탑재 실적 자동화 시스템골리앗 크레인 위치 파악

가공/절단/소조 조립/선행의장/도장 PE/탑재 진수 안벽의장 시운전

블록분할 정보대상 호선 식별

블록 위치 정보

생산계획 / 실적 처리 작업 블록 식별생산계획 / 실적 처리 작업 블록 식별

- Block 분할 정보

- Crane 운영시간

- 블록 별 탑재 시간

- 중량



4. 시스템의 구성4. 시스템의 구성

본 시스템은 5개의 기능 모듈로 구성하여 개발 된다.

실적 처리 모듈

위치 처리 모듈

운전 단위 식별
GUI 모듈

DB 관리 모듈
위치 처리 모듈

크레인 모델링 및
위치 정보 구성

생산 실적 처리/연계 도크 및 PE장
블록 현황 표시

크레인 운전

DB 연결
관리

건조 호선, 
블록 위치 식별

크레인 모니터링 모듈

3D 모델링 표시
실적처리 분석

현황 모니터링Query, 
Procedure 

실행

운전현황 공유/
시뮬레이션



5. 개발 상세 내용5. 개발 상세 내용
5.1. 크레인의 운전 현황 모니터링

크레인 실시간 운전 정보 표시

• 크레인의 현재 위치
• 트롤리 후크의 위치
• 후크의 부하
• 권상 조합 운전
• 병렬운전
• 풍향, 풍속

도크 및 PE장의 현황표시

• 블록, 지번의 현황

크레인의 중량 정보 표시

• 크레인의 실시간 부하를 표시• 크레인의 현재 위치
• 건조 호선의 현황 • 추상적인 정보를 가시화하여 분석대상을 특정함

레인의 현재 위치
• 트롤리의 현재 위치, 운전 정보



5. 개발 상세 내용5. 개발 상세 내용
5.2. 크레인의 운전 실적 분석 –분석 대상의 특정

크레인의 운전 실적 가시화

• 중량을 전체/후크 별로 분석
• 크레인의 이동 분석

• 트롤리의 위치 분석
• 후크의 운전 현황 분석

크레인의 운전 이력 표시

• 크레인의 위치 및 이동 내용 분석
• 트롤리의 위치 및 운전 내용 분석트롤리의 위치 및 운전 내용 분석

중량 정보

주행 정보

횡행 정보

권상 정보



5. 개발 상세 내용5. 개발 상세 내용
5.3. 크레인의 운전 실적 분석 –실적 처리의 예

<실적 분석 내용>

블록의 식별
Lifting 시간

Traveling 시간Traveling 시간
Lowering 시간
Fitting 횟수
Max Weight 



5. 개발 상세 내용5. 개발 상세 내용
5.4. 크레인의 운전 실적 분석 - 알고리즘 개발

현재 작업
진행률 70%

• 알고리즘 정밀도 향상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운전 실적 처리용

알고리즘 개발

• 크레인 작업 분석

• 크레인 모델링

• 크레인의 이동, 

중량 인식 및 처리
• 생산 실적 처리용

알고리즘 개발 • 타 시스템과의 연계

- 생산 실적

- 운반 실적

• 3D 모니터링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 제약 영역 관리

(Sand Box 등)

• Base Weight 처리

• 크레인 운전 정보

가시화

( GIS, CMMS, 호선)

실적 자동화 설계

• 트롤리 작동 인식

• 크레인 작업 단위

식별 ( Lifting, T/O, 

L i )

알고리즘 개발

( T/O, Fitting 등) 

• 작업 블록의 식별

• Back Log 처리

실적 처리 대상

• 실적 자동화 설계 Lowering )

• PE 블록 이동
• 단순 블록 이동
• PE 후 탑재

블록 탑재

• Fitting  작업 및 횟수
• T/O 작업 및 횟수
• Sand Box 이동

크레인의 단독/병렬 작업

• H/C 탑재, 테스트 지원
• Lashing Bridge 탑재
• 설비, 장비 이동

• 블록 탑재 • 크레인의 단독/병렬 작업



5. 개발 상세 내용5. 개발 상세 내용
5.5. 크레인 모니터링 (운전현황 공유 및 시계열 분석)

현재 작업현재 작업
진행률 30%

• 개발 Platform 선정
• 크레인의 작업 현황 공유

• 크레인 작업 시계열 분석

• 3D 모델 표시

(지형, 크레인, 블록)

• Yard의 3D 모델링

• 도크 및 PE장에 블록

- 웹 기반 3D Engine 

• 크레인 모델링 범위

크레인 작업 시계열 분석

• 크레인의 과거 운전 현황

의 3D 시뮬레이션

• 크레인 이동 구현

• 블록의 Lifting,  

Lowering 구현

현황 표시

• 크레인의 실시간 작업

현황 표시

1) 크레인의 3D 모델을 표시1) 크레인의 3D 모델을 표시

2) 크레인의 위치 이동을 표시

3) 블록의 Lifting, Lowering을 표시



6. 상품화 방안6. 상품화 방안

YARD 내부 적용기능 모듈화Yard의 인프라

YARD 의존 요소
제거

Data Base
(지번, 블록, 호선)

Data Base 
연결 관리

지리정보 표시 제거
크레인 위치정보

(CMMS)

지리정보 표시

GUI

YARD 의존 요소
대체블록 운반 관리

시스템 크레인 탑재
실적 분석/처리

가격 산정
판매 계획 수립

크레인 모니터링
/이력 조회



7 사업 추진 현황7. 사업 추진 현황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인력구성 및 개발계획 (완료)

자료수집 및 업무분석 (완료)

DB 관리 (완료)

위치 처리 (완료)

프로그램
개발

(모듈)
실적 처리

크레인 모니터링
30% 진행

70% 진행

GUI (완료)

시운전 및 상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