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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과 탄성보로 지지되는 모바일 하버 크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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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모바일 하버용 크 인은 항만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지상식 크 인과는 달리 소형 경량 구조를 요구한다. RORI 크

인은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해 고안된 신개념의 모바일 하버용 크 인 시스템으로서 해상에서 컨테이  상하

역 작업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시에는 완 히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컨테이  상하

역 작업에 따른 RORI 크 인의 수평붐 끝단 처짐량 분석에 한 내용으로, 카스틸리아노 정리를 이용한 이론 인 방법과 

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해석 인 방법을 용하 다. 두 기법으로 구한 끝단 처짐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한요소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블의 기장력에 따른 끝단 처짐량 변화특성을 라메트릭하게 분석하 다.

핵심용어 : 모바일 하버, RORI 크 인, 끝단 처짐량, 카스틸리아노 정리, 유한요소법

Abstract

Mobile harbor is characterized by the lightweight compact structure when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bove-ground port 

container crane. A new concept RORI crane system, which was devised for mobile harbor to satisfy the compactness and light 

weightness, not only can load/unload containers with high speed on sea but can be completely folded at maneuvering mode.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tip deflection of the horizontal boom of mobile harbor at container loading operation. Both the 

theoretical method utilizing the Castigliano's theorem and the numerical approach by finite element method are employed, and the 

reliability of the latter approach is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theoretical results. And then, the effect of the initial 

cable tension on the tip deflection is parametrically examined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Keywords : mobile harbor, RORI crane, tip deflection, castigliano's theorem,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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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컨테이  물동량의 증은 컨테이 선

의 형화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컨테이  물동량의 주

요 요인으로는 국 경제의 성장으로, 매년 10%이상의 고

성장과 30%에 육박하는 컨테이  물동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재 2,500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선박의 건조가격은 TEU당 약 2만 4천 달러 수 이나, 형 

컨테이 선인 5,500TEU 은 1만 2천 달러로 건조단가가 

50%정도 감될 수 있다. 그리고 6천 TEU  선박의 평균 

운항비에 비해 1만 TEU  선박 운항비는 슬롯(slot)당 21

달러 정도 감된다. 선박의 건조비, 운항비 뿐만 아니라 연

료비, 수리비, 유지비, 선원비 등의 추가  감을 기 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 선의 형화는 

컨테이 의 환  비용을 증가시킬 뿐더러, 기존 항만시설로

는 형 컨테이 선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항만 인 라 

증설이라는 치명 인 문제 을 야기하게 된다. 환 비용의 

증가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열약한 항만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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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view of mobile harbor

컨테이 선을 수용할 수 없거나 컨테이  상하역 작업의 엄

청난 지연을 래하게 된다(양창호 등, 2002).

이러한 컨테이 선의 형화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한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모바일 하버가 등장하

게 되었다. 모바일 하버란 컨테이  상하역 크 인이 설치된 

특수선으로서 얕은 수심에서 단거리 운항이 가능한 해양부유

식 항만부두이다. 상하역의 상이 되는 컨테이 선은 모바

일 하버의 크기에 따라 좌우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5,000 

TEU Panamx  컨테이선을 처리할 수 있는 250TEU  모

바일 하버를 상으로 한다.

모바일 하버가 해상에서 운항  컨테이  상하역 작업을 

안정 으로 수행하기 해서는 크 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요하다. 특히 모바일 하버의 주요 요구사항인 소형화와 경량

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크 인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해 고안한 RORI 

(Roll-Out Roll-In) 크 인에 있어 수평붐의 끝단 처짐량 

계산과 특성분석을 목 으로 한다. RORI 크 인에서 수평붐

(boom)과 수직붐(apex boom)은 강선 다발로 만들어진 

이블과 2  탄성보에 의하여 지지된다. 수평, 수직붐들과 

지지보의 단면계수와는 달리, 이블의 기장력은 끝단 처

짐량에 인 향을 미친다(Han 등, 2009).

카스틸리아노 정리(Castigliano's theorem)에 따른 이론 

계산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수치해

석기법의 타당성을 우선 입증한다. 그런 다음 이블의 기

장력에 따른 끝단 처짐량의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

상인 RORI 크 인에 합한 최 의 이블 기장력을 도

출하고자 한다.

2. 모바일 하버용 RORI 크 인

2.1 모바일 하버

해상에서 컨테이  상하역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하버는 크게 모바일 하버의 이동을 담당하는 선체와 컨테이

 상하역을 담당하는 크 인 부분으로 나  수 있다. 모바

일 하버의 선체는 컨테이  250TEU를 재할 수 있는 크기

이다. 그리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운항

속도는 약 10Knot이다. 다음으로 모바일 하버의 크 인 부

분은 수평붐, 수직붐, 이블, 바(bar), 트롤리(trolley)와 

스 더(spreader)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 인의 역할은 

컨테이 를 모바일 하버에 상하역하는 것이다. 컨테이 의 

처리량은 시간당 30개로 기존 항만 크 인의 처리 속도에 

응하는 수 이다.

한 모바일 하버는 작업모드(working mode)와 운항모

드(maneuvering mode) 두 가지의 모드로 변환이 가능하

다. 작업모드는 모바일 하버가 컨테이 선으로 이동을 하여 

도킹을 수행하면, 컨테이 선의 높이에 맞게 크 인의 높이

가 상승한다. 이후에 수평붐이 펼쳐지고, 수직붐이 세워져 트

롤리의 이동에 의해서 컨테이  상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수평붐과 수직붐

이 지고, 크 인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어 모바일 하버는 

원하는 치까지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운항모드라고 

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모바일 하버가 해상에서 컨테이

를 상하역하는 작업모드 그리고 컨테이 를 원하는 치까지 

운반하는 운항모드를 실 하기 해서는 최소의 무게와 최소

의 크기를 가지면서 구조 인 강도와 동 이 안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크 인을 필요로 하게 된다.

2.2 RORI 크 인

모바일 하버용 RORI 크 인은 모바일 하버가 안정 인 

운항과 컨테이  작업을 해 아주 요한 역할을 하며, 

RORI 크 인의 주요 구성요소는 크 인을 이루는 수평붐과 

수직붐 그리고 붐을 지지하는 이블과 바로 연결되어 있고, 

컨테이  하역을 하는 트롤리가 있다. RORI 크 인에 있어

서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Lee 등, 2004).

(1) 메인 붐과 1차, 2차 슬라이딩 붐

컨테이 선의 크 인을 하역하기 해 크 인의 치까지 

트롤리가 이동하기 한 일의 역할을 하는 모바일 하버용 

RORI 크 인은 Fig. 1에서 고정된 메인붐과 메인붐으로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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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king mode (b) maneuvering mode

Fig. 2 Configuration of RORI crane system

라이딩 가능한 1차 슬라이딩 붐과 2차 슬라이딩 붐으로 이루

어 져있다. 그리고 RORI 크 인이 컨테이  상하역 작업을 

할 때 모든 붐을 펼쳐 작업을 하며, 작업 완료  모바일 하

버 이동을 해서는 모든 붐을 삽입하여 모바일 하버가 안정

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수직붐(apex boom)

RORI 크 인의 수직 붐은 메인 붐의 우측 끝에 세워진 

붐으로 유압실린더에 의해 세워지고 히게 된다. 수직 붐은 

메인 붐과 1차 슬라이딩 붐에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2차 슬

라이딩 붐에는 이블로 연결되어 각 붐의 처짐을 지지하게 

된다.

(3) 트롤리(trolley)

컨테이  상하역을 수행하는 트롤리는 기존 항만 크 인의 

트롤리와 유사한 형태로 RORI 크 인의 붐 를 이동하게 

된다. 상하역하고자 하는 컨테이  치로 이동하여 트롤리

에 설치된 스 더가 컨테이 를 들어 올리게 된다. 이후 

모바일 하버로 이동하여 하역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4) 이블

메인 붐의 좌측에서 수직 붐을 통해 2차 슬라이딩 붐에 연

결된 이블은 컨테이  하역 작업할 때 붐의 처짐을 방지하

며, 모터에 의해 이블 장력을 제어하여 붐이 항상 수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탱해 다.

(5) 2  바

RORI 크 인에 설치된 2  바는 이블의 역할과 유사

하게 컨테이  하역 작업할 때 붐의 처짐을 방지한다. 그리

고 작업 완료 후에 붐을 삽입하게 될 때 2차 슬라이딩 붐의 

삽입으로 2  바에 설치된 회 링크의 회 에 의해 히게 

된다.

(6) 유압실린더

메인 붐과 수직붐 하부에 설치된 유압실린더는 수직붐을 

세우고, 을 수 있도록 도와 다.

3. 끝단 처짐량

3.1 에 지 기법에 의한 이론  계산

RORI 크 인의 슬라이딩 붐은 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특

성상 기존에 기하학 인 방법으로는 처짐의 계산이 어려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처짐의 산출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선형탄성계에서 변형에 지로부터 변 나 하

을 구하는 Energy Method의 하나인 카스틸리아노 정리

를 이용하여 처짐을 계산할 수 있다.

카스틸리아노 정리는 구조물의 한 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하여 그 작용 에서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 는 구조물

의 변형에 지를 그 외력에 하여 편미분한 값과 같다는 이

론이며,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Ugural 등, 1995).


 




 




 




 



(1)

RORI 크 인은 기존의 항만 크 인과 유사한 형태로 같은 

크기의 크 인이 으로 설치된 칭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인 Fig. 3에서 크 인에 작용하는 

장력과 무게는 크 인의 반만을 고려한 장력 T1은 40ton, 

무게 W는 스 더, 트롤리, 컨테이  무게를 합한 70ton의 

반인 35ton으로 하 으며, 수직붐의 무게 Wa는 28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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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ymbol Value

Length

(m)

a 20.0

b 10.0

c 10.0

d 10.0

e 20.0

f 30.0

Moment of inertia

(m4)

I1 0.03750

I2 0.04750

I3 0.12010

I12 0.08490

I23 0.01496

Distributed load

(ton/m)

q1 1.002

q2 1.281

q3 1.860

q12 2.283

q23 1.141

Table. 1 Geometry dimensions of components

Fig. 3 Detailed geometry and dimension of booms, 

cable and elastic bar

크 인의 탄성계수 E는 200Gpa이다. 그리고 크 인의 길

이, 붐의 단면 모멘트, 크 인의 자 을 고려하기 한 분포

하  값은 Table. 1과 같다.

먼 , 크 인의 자유물체도에서 반력 R1, R2와 바에 작

용하는 힘인 F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2)

 

 (3)

 

 (4)

여기서, 는 크 인의 끝단에 작용하는 가상의 힘을 나타낸

다.

크 인 끝단의 처짐을 구하기 해 붐의 각 구간에 한 

모멘트 과 붐의 축 방향 성분 힘인 에 해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구간 0≤  ≤20;

   


(5)

  

  (6)




, 


  (7)

- 구간 20≤  ≤30;

    (8)




  

    (9)




, 


  (10)

- 구간 30≤  ≤40;

    (11)






  

    (12)




, 


  (13)

- 구간 40≤  ≤50;

    (14)



 






  

    (15)




 


, 


  (16)

- 구간 50≤  ≤7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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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nite element model of RORI crane

Fig. 4 Deformed configuration of RORI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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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크 인에 작용하는 힘을 붐의 각 구간에 한 모멘트인 

과 축방향 힘인 을 구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상의 힘 에 

해 편미분하여 표 한 식 (5)에서 식 (19)를 카스틸리아노 

정리인 식 (1)에 입하여 식 (20)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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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 구간의 모멘트와 축방향 힘에 해서 분을 하

면 크 인 끝단의 처짐을 구할 수 있다. 이 게 카스틸리아

노 정리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는 0.6015m로 크 인의 끝단

의 처짐량을 구하 다.

3.2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수치해석

크 인과 같은 구조물은 탄성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하  

작용 시 처짐이 발생하게 된다. 처짐은 여러 종류의 내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며 내력으로 인해 발생된 내부변형이 축

되어 표출된 것이며, 이로 인해 구조물은 손 될 수도 있다

(Han 등, 2009). 그래서 모바일 하버용 크 인이 갖추어야 

조건에 한 만족여부를 별하고 분석하기 해서 RORI 

크 인에 한 구조강도와 처짐을 분석하 다.

RORI 크 인에 한 해석은 상용 로그램인 Nastran 

FX(Midas, 2009)를 이용하 으며, 해석 모델은 Fig. 3 같

은 RORI 크 인의 붐과 바 그리고 이블로 구성된 모델로 

1차원 Beam과 Rod 요소를 사용하 다. 그리고 크 인의 

끝단에 하 이 작용할 때 처짐을 최소화하기 한 이블의 

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블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블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힘으로 부여해 주었

다(임오강 등, 2009). 크 인과 바의 재료 물성치는 탄성계

수 200GPa, 푸아송 비 0.3, 도 7.850×103㎏f/m3 그리

고 항복응력 250MPa이다.

RORI 크 인의 붐은 칭 인 구조이므로 유한요소모델

을 반의 모델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유

한요소모델의 하 경계조건으로 크 인의 끝단에 35ton의 

하 으로 부여하 으며, 크 인의 수평붐과 수직붐에 연결되

는 치에 이블 장력에 한 힘을 부여하 다. 크 인의 

변  경계조건으로는 메인붐 양단에 바에 의해 지지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메인 붐 양단에 모든 운동에 

해 구속하 다(Midas, 2009).

수평붐, 수직붐, 바 그리고 이블로 이루어진 RORI 크

인에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은 Fig. 4와 같다. 그리고 

크 인의 끝단에 최  처짐이 발생하며, 그 크기는 0.5980m

이다.

4. 이블 기장력에 따른 처짐량 변화

크 인의 기 장력은 40ton으로 하고, 장력의 크기를 

10ton씩 증가시켜 70ton까지 해석 수행하 다. 각각의 장력

크기 변화에 한 크 인 해석을 수행한 결과값은 Table. 2

와 같다.

RORI 크 인에 작용하는 장력을 기장력 40to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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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tension(ton) FEM analysis results(m)

40 0.5980

50 0.4946

60 0.3912

70 0.2879

80 0.1845

90 0.0812

100 -0.0220(upward)

Table. 2 Variation of tip deflection to the initial cable 

tension

70ton까지 이블 장력이 10ton 증가할 때마다 크 인 붐

의 처짐이  어드는 것을 해석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

다. 그리고 장력크기가 10ton의 증가에 따라 약 0.103m의 

처짐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RORI 크 인의 처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RORI 크 인의 이블 장력변화에 한 붐

의 처짐량 변화 분석은 컨테이  상하역 작업을 할 때와 작

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의 이블 장력을 변화시킴으로써 붐

의 처짐을 항상 수평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컨테이 의 모

든 하 을 붐으로만 지탱하지 않고, 바와 이블에 의해 지

지하게 하여 붐을 경량화 시킬 수 있다. 바는 수평붐과 수직

붐에 연결되어 인장하 을 받으므로 붐의 처짐을 지지하며, 

이블은 모터를 이용한 장력변화로 붐을 지지하게 된다. 이

게 장력크기에 따른 붐의 처짐에 한 지지능력과 RORI 

크 인이 컨테이  상하역 작업시 컨테이  무게변화에 한 

이블 장력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

5. 결    론

모바일 하버 구 을 해 고안된 RORI 크 인에 한 소

개와 더불어 수평붐의 끝단 처짐량을 카스틸리아노 정리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분석하 다. 정 인 끝단 처짐량은 이

론해에서는 0.602m 그리고 FEM해석에서는 0.598m로, 수

치해석은 1%이내 최 오차를 갖는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수

평붐과 수직붐을 지지하는 이블의 기장력 증가에 따라 

끝단 처짐량은 하게 어 들었으며, 95ton이상의 장력

에서는 끝단 처짐량이 3cm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블

의 기장력을 하게 설정함과 동시에, 컨테이  인양  

이송시 응 으로 제어함으로써 끝단 처짐량을 항상 원하는 

수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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