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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그랩 크 인은 부두 항만으로 모래  토사가 퇴 이 되거나, 해  공사를 하기 해 다목 으로 사용된다. 

그립 크 인의 구성 요소  와이어 드럼과 디스크 이크 패드는 핵심 인 소모품으로 많은 열이 발생되

며 교체 시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랩 크 인의 와이어 드럼에 작용되는 디스

크 이크 패드에 한 열화상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크 고장  디스크 패드 

손상 에 디스크  패드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 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열화상을 통해 패드 열 진

단 분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기계 부품의 이상을 고장 에 미리 발견하여 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과부하 유무를 상시체크하면서 크 인을 작동시켜 패드의 수명 연장과 비용을 감할 수 있다.

ABSTRACT

Grab cranes are used for multi-purpose when the sand and soil are deposited into harbor wharf or the undersea construction is 

performed. Among the components of crane grab, the wire drum and disc brake pad are key expendables and have disadvantages that lot of 

heat is generated and very expensive when replacing them. In this study, the thermal image analysis for the disc brake, which works with 

wire drum of the crane is suggested. The suggested system performs the pad thermal diagnosis through the thermal image us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disc and pad surface temperatures are distributed abnormally before the brake failure and the disc pad damage. 

Therefore, the damage by the failure can be prevented by discovering the abnormality of the machine parts before failure and the life cycle 

of the pad and the cost can be extended and saved by operating the crane performing constant checkup for the over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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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 우리 경제의 지속되는 성장은 첨단 기술의 발

과 함께 항해항만기술과 조선업이 끊임없이 변화하

며 발 하고 있다[1]. 특히 해상 운송은 세계 물동량

의 98% 이상을 처리하며, 물동량을 소화하기 해서 

선박은  더 형화 고속화되고 있다[2]. 이로 인

하여 선박 내에서 향해 장비  부가 인 설비[3-4]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2.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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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설치되고 있다. 그  그랩 크 인은 부두 항만

으로 모래  토사가 퇴 이 되거나, 해  공사를 하

기 해 다목 으로 사용된다. 그랩 크 인의 구성 요

소  와이어 드럼과 디스크 이크 패드는 핵심

인 소모품으로 많은 열이 발생되며 교체시 가격이 매

우 비싸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랩 크 인의 와이어 드럼에 작용

되는 디스크 이크 패드에 한 열화상 진단 시스

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크 고장  디

스크 패드 손상 에 디스크  패드 표면의 온도가 

비정상 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열화상을 통

해 패드 열 진단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진단 시스템은 고장 징후가 발생한 후에 

검과 보수를 했지만 열화상 카메라를 목한 그랩 크

인의 디스크 패드 진단 시스템은 고장 발생 이 에 

고장 징후를 악할 수 있으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체 시스템의 가동을 단시켜서 문제

의 원인을 찾는 시간을 약할 수 있다. 한 감시되는 

부품의 온도가 수집되므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

품이 언제 고장이 발생할지 미래 측이 가능하다. 

Ⅱ. 련연구

2.1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온도 측정

모든 온도가 있는 물체, 즉 열을 가진 물체는 그 

열을 외선으로 방출한다. 온도(섭씨 –273℃이

상의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는 외선 역의 선

을 복사한다. 심지어 온도가 아주 낮은 물체인 얼음에

도 외선을 복사한다.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

은 외선이 방출된다. 이런 원리를 사용하여 열화상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선은 장이 약 0.72~1000㎛에서의 자 로 

가시 선의 장 장에서 마이크로 의 단 장까지이다. 

이 외선은 물질의 온도와 한 계가 있어, 

온도 0도 K(-273℃)이상의 모든 물체는 연속 으로 

외선을 방사하고 있다. 이러한 외선 상장치는 

물체 표면의 열화상을 촬 하고 온도 분포나 그 변동 

상황을 분석하여 물체의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5]. 랑크(Planck)법칙에 의하면 흑체(Black 

body)의 방사강도(단색 방사 발산도)는 식(1)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6]. 

 







․  (1)

여기서, 는 장(㎛), 는 흑체의 온도(), 

은 3.7402×(W․), 그리고 는 1.4388 

(cm․℃)이다.

흑체는 입사한 외선을 완 히 흡수하는 물체로써 

어느 온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물체보다 방사하는 에

지가 큰 물체이다.

2.2 외선 진단시스템 사례

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 비 방식을 활용하여 

물체의 상태를 체크하여 성능이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표 1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열화상 진단 

시스템의 사례이다. 

표 1. 열화상 진단 시스템 사례
Table 1. Cases of thermal image diagnosis system

Power board/substation 
diagnosis using time se-
ries data of thermal im-
age camera[7]

Detect the defects in the 
thin wall piping with small 
calibre in the nuclear 
power plant[8]

Detect and analyze the 
abnormal heat 
generation at the 
substructure of railway 
car[9]

Inspect the industrial plant 
condition using the thermal 
image camer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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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그랩 크 인의 
디스크 패드 진단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열화상을 이용한 디스크 패드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이크 고장  

디스크 패드 손상 에 디스크  패드 표면의 온도

가 비정상 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패드 열 

진단 분석을 한 열화상 모니터링을 한다. 그림 1은 

열화상을 이용한 이크  디스크의 진단  감시

를 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structure

열화상을 이용한 디스크 패드 진단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디스크와 패드  주변 부품들의 열 상태를 

감시하기 한 열화상 카메라의 열화상 데이터를 

리/진단 서버로 보내주는 통신 장비로 구성된다. 열화

상 리 서버는 각각의 디스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

라의 상을 TCP/IP로 송받고 디스크 번호, 작업

자, 시간 정보를 함께 장하며, 이와 동시에 모니터

링을 요청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상을 

송하는 스트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랩 크 인의 디스크패드를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

하여 열화상 리 진단 서버에 입력을 받는다. 입력받

은 열화상 디스크 패드의 열 분포도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와 비교를 하여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 는 리 PC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때 

지정된 온도 이상으로 과열된 부분이 발생하면 리

자에게 알림메시지를 송한다. 그림 2는 열화상 카메

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입력 받는 화면이다. 

열화상을 이용한 디스크 패드 진단 시스템의 기본 

구성은 디스크와 패드  주변 부품들의 열 상태를 

감시하기 한 열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데이터를 

리/진단 서버로 보내주는 통신 장비로 구성된다. 열화

상 리 서버는 각각의 디스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

라의 상을 TCP/IP로 송받고 디스크번호, 작업자, 

시간 정보를 함께 장하며, 이와 동시에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상을 송하는 

스트리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림 2. 열화상 카메라
Fig. 2 Thermal imaging camera

열화상 분석을 해 온도 분포에 한 특징 을 추

출하는 소 트웨어 모듈을 개발하 다. 그림 3은 재 

그랩 크 인의 디스크  패드에 한 열화상 카메라

의 상 송 테스트를 수행한 화면이다. 그림 4는 열

화상 카메라의 상을 무선으로 송하는 무선 상 

송 모듈이다. 

그림 3. 열화상 상 송 테스트 결과
Fig. 3 Infrared image transfer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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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무선 상 송 모듈
Fig. 4 Wireless image transmission module 

표 2. 열화상 카메라의 상세 스팩
Table 2. Detailed specification of thermal image 

camera 

항목 사양

Resolution 320×240

Detector type LWR <80mK@f/1, 60Hz, 300K

Spectral Range 8 to 14μm

Measurement 

Range
-20℃ to 120℃, up to 650℃

Frame Rate NTSC(60Hz), PAL(50Hz)

Ethernet 10/100base, TCP/IP

Lens 20mm Motorized Focus lens

표 3. 하드웨어  소 트웨어 스팩
Table 3. Hardware and software specifications

Items Contents

CPU Intel i7 3.5GHz

RAM 16GB

Ethernet 10/100base, TCP/IP

OS Windows 7

Library OpenCV 2.4

Language Visual C#

열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에 사용된 열화상 카메라의 

상세 스펙은 표 2와 같고, 하드웨어  소 트웨어 스

펙은 표 3과 같다. 본 시스템의 소 트웨어 아키텍처 

구성은 그림 5와 같다. 열화상 리 서버에서 송 받

은 상에 해 지정된 규칙(rule)에 따라 상 분석

을 수행하여 디스크  패드의 열 분포 이상을 단

한다. 

그림 5. 열 상 리  진단 서버 아키텍처 구성도
Fig. 5 Thermal image server architectu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diagnostic

표 4. 상 분석을 한 규칙
Table 4. Rules for image analysis

Rule Explanation

Disc Overheat 

Temperature (300°C)

Designate the maximum disc 

temperature

Disc pad thermal 

distribution (100°C )

Designate range between 

maximum and minimum 

values of the measured 

temperature on the disc 

surface

Pad overheat 

temperature (300°C)

Designate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pad 

surface

Abnormal pad 

thermal distribution 

(100°C)

Designat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of the 

pad surface

표 4는 상 분석을 한 규칙이다. 디스크  

이크 패드의 열화상 분석은 디스크  이크 패

드 역의 열화상에서 최 온도와 최 온도의 차이값

과 시간 별 온도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규칙을 벗

어난 경우 이상 상태로 단한다. 설정된 규칙에 맞춰 

열화상을 분석하고 이상상황으로 단되면 해당 리

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송한다. 알림메시지는 메시지 

내용, 발생 시각, 디스크 번호  열화상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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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알림 메시지의 종류는 표 5와 같다.

표 5. 알림 메시지 종류
Table 5. The notification type

Notification 

Message
Explanation

Disc 

Overheat

Detect the higher value than 

designated temperature from the 

disc surface

Abnormal 

disc thermal 

distribution

Detect the unusual pattern of 

thermal distribution from the disc 

surface

Pad Overheat

Detect the higher value than the 

designated temperature from the 

pad surface

Abnormal 

pad thermal 

distribution

Detect the unusual pattern of 

thermal distribution from the pad 

surface

표 6.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기능
Table 6. Features of smartphone applications

No
Descrip

tion
Function Explanation

1

Log-in

User Log-in
Function to 

authenticate the user

2

User 

Registration 

and 

Modification

Register user ID and 

password

3

Monitor

ing

List of 

thermal image 

camera

Display the list of 

thermal image 

cameras

4

Thermal 

image 

monitoring

Visualize the images 

of the thermal image 

camera selected by 

user

5

Notifica

tion 

Service

Notify 

abnormal 

situation

Display the 

notification message 

if the abnormal 

situation is 

transmitted from the 

server

표 7. 스마트폰 어 리 이션 개발 환경
Table 7. Smartphone application development 

environment

Items Contents

platform Android over 2.2 

IDE Eclipse Indigo

Language Java

Libraries
Android sdk, opencv 2.4 for 

android

Resolutions WVGA(800×480) over

표 6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기능, 표 7은 스

마트폰 어 리 이션 개발 환경이다. 작업자가 작업 

 디스크  디스크 패드의 열화상을 손쉽게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태블릿PC 어 리 이

션을 개발하 다. 

열화상 카메라의 송속도를 측정하기 해 열화상 

리 서버로부터 송받은 동 상을 스마트폰의 1

에 디스 이하는 임수를 측정한다. 상 출력 

시 1  동안 출력되는 열화상 상의 임 수를 출

력하도록 로그램으로 구 하여 측정하 다. 열화상 

카메라의 상은 320×200의 해상도로써 1 에 30 

임을 송하도록 설정하 다. 열화상 카메라의 상

을 열화상 리 서버가 송받고 이를 다시 스마트폰

으로 송하여 디스 이 하는 상의 임 수를 

측정한다. 그림 6은 개발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실행화면이다.

Ⅴ. 결 론

모든 기계 부품이나 기 부품이 고장 는 손되

기 에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열화상 카메라

는 열이 발생한 역을 감지하고 상으로 표 해 주

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부품이나 기 부품들이 고장 

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

므로 열화상 카메라는 베어링 축, 기어, 이크와 

디스크 등 핵심 부품의 고장 신호를 높은 신뢰도로 

즉시 보여주어 사  정비를 실시하거나 해당 부품을 

미리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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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그랩 크 인의 와이어 드럼에 작용

되는 디스크 이크 패드에 한 열화상 진단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이크 고장  

디스크 패드 손상 에 디스크  패드 표면의 온도

가 비정상 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이용하여 열화상을 

통해 패드 열 진단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디스크  

이크 패드의 과열  과부하 발생 시 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송함으로써 과부하 유무를 상시체크

하면서 크 인을 작동시켜 패드의 수명 연장과 비용

을 감할 수 있다.

(a) 사용자 인증
(a) User authentication 

(b) 열화상 카메라 
리스트

(b) Thermal imaging 
camera list

(c) 열화상 이미지 화면
(c) Thermal imaging screen

그림 6. 어 리 이션의 실행 화면
Fig. 6 Screenshot of the smartph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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