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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M  : 질량행렬 

C  : 감쇠행렬 

K  : 강성행렬 

eqf  : 등가정하중 
o

d  : 지지부의 움직임에 의한 구조물의 변위 응답 
s

d  : 강체운동의 변위 응답 

δ  : 구조물의 변형 
A

d  : 원형 모델의 변위 벡터 

B
d  : 참조 모델의 변위 벡터 
r

d  : 상대 변위 벡터 

k  : 순환과정 번호 

ε  : 수렴조건 

tσ  : 인장응력 

cσ  : 압축응력 

kσ  : 허용좌굴응력 

yθ  : y 축 방향 처짐각 

zθ  : z 축 방향 처짐각

1. 서 론 

모바일하버(Mobile harbor)는 수심이 깊은 해상에 

Key Words : Dynamic Response Optimization(동적 응답 최적설계), Mobile Harbor(모바일하버), Equivalent Static 

Loads(등가정하중) 

초록: 모바일하버는 해상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을 하는 새로운 해상물류 시스템이다. 모바일하버용 

크레인과 같이 해상에서 작업하는 대형 구조물은 파도에 의해 발생하는 지지부의 운동으로 관성력의 영

향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요구되며,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량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요구조건을 위해 동적 응답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등가정하중법은 동하중

을 등가정하중으로 변환한 후, 정적 응답 최적화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적 응답 최적설계 

방법이다. 지지부의 움직임을 고려한 등가정하중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으로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을 

최적화한다. 

Abstract: The mobile harbor is a new innovative system that delivers containers from a containership to a harbor without 

good infrastructure. A crane is installed on the deck of the mobile harbor and transfers the containers. The structure of the 

crane is influenced by the inertia force that occurs from a moving support. Thus an accurate safety verification considering the 

moving support is required. Lightweight of the crane structure is also significant in the design for low production cost and 

efficient operation. Dynamic response optimization can be exploited to achieve these two requirements. Equivalent static 

loads method is employed for dynamic response optimization of the crane. The equivalent static loads method transforms 

dynamic loads to equivalent static loads, and static response structural optimization with the transformed equivalent static 

loads are solved. The process proceeds in a cyclic manner. A new method is proposed to consider the moving supports and the 

structure of the mobile harbor is optimized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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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수심이 낮은 항구 및 

부두를 연결하는 ‘움직이는 항구’ 개념의 선박으로 

새로운 해상 컨테이너 운송 수단이다.(1) 모바일하

버에서 사용하는 크레인과 같이 선박에 설치된 대

형 구조물은 파도에 의한 지지부 운동으로 관성력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해상상황에서 모바일

하버용 크레인이 여러 안전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성력

의 영향을 줄이고, 저비용의 제작비용을 위해 경량

화된 크레인을 설계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설계방법으로 동적계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1) 그러

나 이 방법으로는 불안정한 해상상황의 동적 응답

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

적 응답 최적설계(2)를 이용해 동적 특성을 보다 사

실적으로 구현하여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을 설계한

다. 

동적 응답 최적설계법의 한 방법인 등가정하

중법을 사용한다.(3,4) 등가정하중법은 동하중을 

적절한 정하중으로 변환한 후, 정적 응답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동

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잘 발달된 정적 응답 최

적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변수와 제한조건이 

많은 문제에서도 유용하게 동적 응답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다. 

등가정하중 산출을 위해서는 동적 응답 해석

에서의 변위 벡터를 사용한다. 기존의 동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문제에서는 이 변위 벡터를 직접 

이용해 등가정하중을 산출하는데 문제가 없

다.(3,4) 그러나 모바일하버용 크레인과 같이 지지

부가 움직이는 문제에서는 변위 벡터를 그대로 

이용하면 등가정하중 값이 부정확하게 산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력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

지 않는 참조 모델을 정의하고, 설계 대상 구조

물과 참조 모델의 상대 변위 응답을 이용해 정

확한 값을 산출하는 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상대 변위 응답을 이용한 등가정하중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동적 응답 최적설계를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에 적용해 해상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고 경량화 된 크레인을 설계한다. 

추가로 제안한 방법의 우수성 검증을 위해, 기존

에 모바일하버용 크레인 설계에 사용한 동적 계

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1)를 이용한 결

과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적 응답 최적설계

를 이용한 결과를 비교한다. 

2. 지지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의 동적  

응답 최적설계 

2.1 동적 응답 최적설계 

동적 응답 최적설계는 동하중이 가해지는 구조

물의 응답을 최적화하는 설계 방법이다. 본 연구

에서는 동적 응답 최적화 기법 중 등가정하중법을 

사용한다. 등가정하중법은 구조물에 동하중이 가

해질 때 동하중에 의해 생기는 변위장과 동일한 

변위장을 만들 수 있는 등가의 정하중을 이용해 

정적 최적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등가정하중은 동적 응답 해석으로부터 얻어지

는 임의의 시간에서의 응답과 동일한 응답을 발

생시키는 정적 응답 해석에서의 하중을 의미한

다.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화 과정은 Fig. 1

과 같이 해석영역과 설계영역으로 구분 한다. 해

석영역에서는 동적 응답 해석의 결과를 이용해 

등가정하중을 산출하고, 설계영역에서는 산출된 

등가정하중을 이용해 정적 응답 최적설계를 수

행한다. 

등가정하중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10 ltttt

tttt

⋯

ɺɺɺ

=

=++ f)K(b)d()(dC(b))(dM(b)
 (1) 

 

식 (1)은 동적 응답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방정

식이다. )(bM , )(bK , )(bC 는 각각 최적설계 시

의 설계변수벡터 b 에 대한 시스템의 질량행렬, 

강성행렬, 감쇠행렬이다. )(tf 는 시간 t 에서 구

조물에 가해지는 외력벡터이다. 식 (1)로부터 동

적 응답 해석을 수행하면 시절점의 수 1+l 만큼

의 동적 응답 벡터 )(td 가 얻어진다. 

 

) ,  ,1 ,0(      )()()(eq lsts ⋯== dbKf  (2) 

 

등가정하중은 식 (2)와 같이 강성행렬과 동적 응

답 변위 벡터의 곱으로 계산한다. )(eq sf 는 시간 

t 에  대응하는 하중조건  s 에서의  등가정하중 

 

Analysis domain

Dynamic
response

analysis

Design domain

Static
response

optimization

Equivalent

static loads

New design

variables

 

Fig. 1 Schematic process between the analysis domain 
and the design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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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placement vectors due to a moving support 

 
이다. t 는 시간조건의 표현이고, s 는 하중조건

의 표현이다. 하중조건 s 는 시절점 t 와 정확히 

대응되며 시절점의 수 1+l 만큼 생성된다. 
 

)()()( eq ss fdbK =  (3) 

 

식 (3)은 정적 응답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방

정식이다. 해석을 통해 )(sd 를 구하면 이 값은 

식 (1)에서 구한 동적 응답 변위 벡터 )(td 와 크

기가 같다. 이렇게 구한 등가정하중은 정적 응답 

최적설계에서 1+l 개의 다중하중조건으로 처리

되고 동적 응답을 고려한 최적설계를 완성한다. 

동하중이 구조물에 직접 작용하는 문제에서는 

등가정하중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3,4) 

그러나 지지부의 동적 거동을 직접 모사 할 때

는 기존의 등가정하중법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Fig. 2는 1+N 개의 점을 갖는 외팔보이다. 

외팔보는 Fig. 2 와 같이 지지부가 0d 만큼 움직

인 상태이다. 이에 따른 나머지 절점의 변위 응

답은 각각 o
1d , o

id , 그리고 o
Nd 이다. 이 변위 벡

터는 강체운동(Rigid body motion)의 변위 응답과 

구조물의 변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 (4a)는 강체운동의 변위응답 s
d 를 보여준

다. 그리고 식 (4b)는 구조물의 변형 δ 이다. 지

지부의 운동에 의한 변위 응답 o
d 는 식 (4c)처

럼 강체운동의 변위 응답 s
d 와 구조물의 변형 

δ 의 합이다. 

 

{ }Τ= sss
10

s  Ni ddddd  (4a) 

{ }Τ= Ni δδδ0δ 1  (4b) 

{ }
{ }Τ

Τ

=

++++=

+=

ooo
10

ss
1

s
10

so

      

      

Ni

NNii

dddd

δdδdδd0d

δdd

 (4c) 

0d

A
1d

A
id

A
Nd

0d

B
1d

B
id

B
Nd

 
(a) Original model          (b) Reference model 

0

r
1d

r
id

r
Nd

 

(c) Relative displacements between an original model 
and a reference model 

 

Fig. 3 Displacement vectors 

 
지지부가 움직이는 문제에 기존의 등가정하중법

을 적용하면, 등가정하중 산출을 위해 식 (4c)의 o
d

를 이용한다. 그러나 o
d 는 강체운동 변위 응답 s

d

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확한 값이 계산된다. 정

확한 등가정하중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외력에 의한 

구조물의 변형 δ 만을 고려한 변위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참조 모델(Reference model)을 정의하고, 

설계 대상인 원형 모델(Original model)과 참조모델 

간의 상대 변위(Relative displacement)를 통해 구조물

의 변형 δ 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등가정

하중 산출 방법을 제안한다. 

참조 모델은 설계 대상인 원형 모델과 동일한 형

상을 가지며, 어떤 외력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강체(Rigid body)이다. 이렇게 정의된 참조 모델은 지

지부의 운동에도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강체운동에 

의한 변위 응답만을 보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지지

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의 변위 응답은 강체운동의 

변위와 구조물의 변형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래서 원형 모델의 변위 응답에서 참조 모델의 변위 

응답을 빼면, 구조물의 변형 δ 를 구할 수 있다. 

Fig. 3 은 원형 모델, 참조 모델, 그리고 두 모델 

간의 상대 변위를 도식화한 것이다. Fig. 3(a)는 설계 

대상이 되는 원형 모델의 변위 벡터 A
d 로 Fig. 2의 

o
d 와 같이 강체운동의 변위장과 주조물의 변형을 

합한 값이다. Fig. 3(b)는 참조 모델의 변위 벡터 B
d

로 Fig. 2 의 s
d 처럼 강체운동의 변위 응답이다. 그

리고 Fig. 3(c)는 원형 모델의 변위에서 참조 모델의 

변위를 뺀, 상대 변위 r
d 이다. 이 값은 외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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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변형 δ 와 같다. 

원형 모델과 참조 모델의 지지부에 운동 )(0 td

를 가하고 동적 응답 해석을 통해 각각의 변위 응

답 식 (5a)의 )(A td 와 식 (5b)의 )(B td 를 구한다. 

참조 모델은 강체로 정의하기 위해 무한히 큰 탄

성계수를 갖도록 재료물성치를 정한다. 식 (5c)와 

같이 원형 모델의 동적 응답 변위 )(A td 와 참조 

모델의 동적 응답 변위 )(B td  간의 차를 계산해 

상대 변위 )(r td 를 구한다. 
 

{ }Τ= )()()()( )( AAA
10

A ttttt Ni ddddd  (5a) 

{ }Τ= )()()()( )( BBB
10

B ttttt Ni ddddd  (5b) 

{ }Τ=

−=

)()()(          

)()()(

rrr
1

BAr

ttt

ttt

Ni ddd0

ddd
 (5c) 

 

상대 변위 )(r td 는 강체운동의 변위 응답을 모

두 제거한 것이므로 외력의 영향만으로 생기는 

변형만을 고려한 값이다. 지지부가 움직이는 문

제에서 정확한 등가정하중을 산출하기 위해서 

식 (2)는 원형 모델의 강성행렬 )(A bK 과 상대 

변위 벡터 )(r td 의 곱인 식 (6)으로 새롭게 정의

한다. 
 

) ,  ,1 ,0(    )()()( rA
eq lsts ⋯== dbKf  (6) 

 

2.2 상대 변위 벡터를 이용한 등가정하중법 

상대 변위 벡터 )(r td 를 이용해 등가정하중법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단계 1: 초기값을 선정한다. (순환과정 1=k , 설

계변수 0
bb =k , 수렴조건 ε ) 

단계 2: 설계변수 k
b 에 대한 동적 응답 해석을 

수행한다. 여기서 원형 모델의 강성행

렬 A
K 와 변위 벡터 )(A td , 그리고 참

조 모델의 변위 벡터 )(B td 를 구한다. 

단계 3: 원형 모델과 참조 모델 간의 상대 변위 

벡터 )(r td 를 계산한다. 

단계 4: 상대 변위 벡터 )(r td 를 이용해 식 (6)

으로 등가정하중을 계산한다.  

단계 5: 식 (7)의 정적 응답 최적화를 수행한다. 
 

Find 1+k
b  (7a) 

to minimize )( 1+kf b  (7b) 

subject to )()()( eq
1 ssk

fdbK =+
 (7c) 

 )2 1(    0)( 1  , q, ,ug ks
u ⋯=≤+

b
 
(7d) 

 )2 1(   , n, ,vbbb vUvvL ⋯=≤≤
 (7e) 

 

단계 6: 최적해로 얻어지는 설계변수를 갱신한다. 

단계 7: 수렴조건을 만족하면 순환과정을 멈추

고 그렇지 않으면 단계 2로 간다. 

 )1( += kk  

Fig. 4는 위에 설명한 상대 변위 벡터를 이용

한 등가정하중법의 순서도이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을 통하여 상대 변위를 이용해 등가정하 

중을 산출하고 정적 최적화를 수행함으로써 지

지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에 대해 동적 응답을 고

려한 최적화를 완성한다. 
 

 

Dynamic response analysis (Reference model)

START

Dynamic response analysis (Original model)

Calculate relative displacements

)()()()()()()( AAAAAA tttt kkk
fdbKdbCdbM =++ ɺɺɺ

)()()( BAr ttt ddd −=

Solve static response optimization

?
1

ε≤
−+

k

kk

b

bb

No

Yes

Calculate equivalent static loads

)()()( rA
eq ss k

dbKf =

                                 

            0)(                      

)()()(       subject to

)(    minimize to

               Find

1

eq
r1A

1

1

vUvvL

ks
u

k

k

k

bbb

g

ss

f

≤≤

≤

=

+

+

+

+

b

fdbK

b

b

END

)()()()()()()( BBBBBB tttt kkk
fdbKdbCdbM =++ ɺɺɺ

st →

k=k+1bk+1

b0k=0

 

Fig. 4 Flowchart of the equivalent static loads method 
using relative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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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하버용 크레인 

3.1 모바일하버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깊은 해상에 정박중인 대

형 컨테이너선과 수심이 낮은 항구 및 부두를 연

결하는 ‘움직이는 항구’ 개념의 선박(1)으로 새로운 

해상 컨테이너 운송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

일하버에 설치되는 크레인을 설계한다. 모바일하버

용 크레인은 해상 작업환경에서 안정성을 갖고, 이

동에 용이하기 위해 가벼워야 한다. 

 

3.2 모바일하버용 크레인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은 Fig. 5와 같이 붐(Boom), 

붐 링크(Boom link), 상부포스트(Up-post), 하부포스

트(Down-post), 후방구조물(Back structu-re), 베이스

(Base), 그리고 와어어 로프(Wire rope)인 7가지 부

분으로 구분하였다. 크레인의 크기는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의 화물을 상하역 할 수 있도록 정하였

다. 파나막스급 컨테이너선은 4419 TEU급 컨테이

너선을 기준으로 하였다. 컨테이너는 갑판으로부터 

6단으로 적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붐과 포스트의 

길이는 컨테이너선의 가장 끝에 적재된 화물을 상

하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SM490YB 

(beam element) 

Wire rope 

(truss element) 

Elastic modulus 

(GPa) 
206 265 

Poisson’s ratio 0.3 0.003 

Density (kg/m3) 7850 4565 

Yield Stress 

(MPa) 
345 ∙  

 
또한, 파도에 의한 모바일하버와 컨테이너선의 

상호 운동으로 충돌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붐과 

컨테이너 간의 간격을 두었다. 

 

3.3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유한요소모델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유한요소모델은 Altair 

Hyperwork 10.0 의 Hypermesh(5)를 이용해 모델링하

였다. 와이어 로프는 인장응력이 주로 받으므로 트

러스 요소를 사용하였다. 보 요소 단면은 붐, 붐 

링크 그리고 후방구조물은 사각 중공축으로 포스

트와 베이스는 원형 중공축으로 선정하였다. 보 요

소의 재료명은 크레인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하는 SM490YB 이다. 트러스 요소는 주로 동하중 

하에서 사용하는 와이어 로프(6)의 물성치를 사용하

였다.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이다. 

 

3.4 하중 조건 
 

3.4.1작업하중 

붐 끝 단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에 20 feet 컨테이

너 1개, 스프레더(Spreader) 그리고 트롤리(Trolley)의 

질량을 고려하였다. 20 feet 컨테이너의 질량은 25 ton

이다. 스프레더는 컨테이너를 집거나 내리는 장비이

고 질량은 15 ton이다. 트롤리는 컨테이너가 붐 위를 

이송하게 하는 장비이며 20 ton의 질량을 갖는다.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2단 트롤리는 

스프레더와 트롤리의 상하, 전후, 좌우 운동의 제어

를 통해 해상에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기능을 한다. 트롤리의 질량 20 ton 은 붐 끝 단에 

달린 와이어에 질량으로 가해지고, 스프레더와 컨테

이너의 질량 40 ton은 같은 절점에 외력으로 가하였

다. 따라서 붐 양단에 10 ton 의 질량과 196.2 kN 의 

외력이 작용함으로써 2 단 트롤리의 제어효과를 구

현하였다. 

 

3.4.2 풍하중 

풍하중은 산업안전보건법(7)과 Crane and Derric-

ks(8)의 풍하중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조합하였다.  

Fig. 5 Mobile harbor crane and beam sections 

Wire ro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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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bjective function constraint violation history of 
the mobile harbor crane 

 

 
2VACCF fha ××××= ρ  (8) 

 

식 (8)의 aρ 는 공기밀도, hC 는 고도계수, fC 는 

풍압계수, A는 단면적의 넓이, 그리고 V 는 풍속이

다. 풍속은 20 m/s 로 크레인의 전면과 측면에 각각 

가하였다. 

 

3.4.3 파도에 의한 크레인 지지부의 운동 

해상에서 파도에 의한 크레인의 동적 거동은상

하동요, 횡동요 그리고 종동요를 고려하였다. 파도

의 주기 Tp는 8 초이고, 상하동요는 +1.3 m,   -1.0 

m, 횡동요와 종동요는 각각 ±1.5°의 크기로 크레

인의 지지부가 움직이도록 정하였다. 파도와 같이 

주기적인 가진력에 노출된 구조물은 고유진동수와 

연관이 있지만,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이 해양에서 

작업하는 실제 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고유진동수 

대역에서의 구조물의 응답을 분석하기 보다는 기

존에 해상구조물에 가한 파도의 대역을 크레인 지

지부의 운동으로 사용하였다. 여러 대역의 파도 중

에서 정현파의 특성을 갖고, 구조물에 충분한 크기

의 외력을 가하는 파도를 선정하기 위해 파도의 

주기와 상하동요의 크기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

스템안전연구소의 보고서(9)를 참고하였다. 횡동요

와 종동요의 크기는 기존 모바일하버용 크레인 최

적설계(1)에서 적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3.5 안전 조건 
 

3.5.1 허용좌굴응력 

좌굴에 의한 크레인의 파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요구사항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

건법(7)의 계산식을 이용해 허용좌굴응력을 정하였다. 

 

3.5.2 붐 처짐 

붐에 심한 변형이 일어나면 붐의 파손이 일어 

날수 있고, 붐을 따라 트롤리의 이송이 불가능하

다. 그래서 붐의 처짐에 대한 안전조건을 선정한

다.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붐 길이는 44 m이고, 

이를 11 부분으로 등분하고 처짐각 θ 를 계산한

다. 처짐각은 0.0025 rad이내가 되도록 안전기준

을 정하였다.(1) 

4.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최적설계 

4.1 설계정식화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에 대해 3.4 절의 하중조

건 하에서 3.5절의 안전조건을 만족하고, 경량화

된 크레인의 설계를 상대 변위 벡터를 이용한 

등가정하중법으로 최적화하였다. 
 

Find ib  (9a) 

to minimize mass (9b) 

subject to MPa 235≤tσ  (9c) 

  MPa 200−≥cσ  
(9d) 

 rad 0025.0rad 0025.0 ≤≤− yθ  (9e) 

 rad 0025.0rad 0025.0 ≤≤− zθ  
(9f) 

 1/ ≥ck σσ
 (9g) 

 UB
ii

LB
i bbb ≤≤  (9h) 

 

식 (9)은 최적화를 위한 설계정식화이다. 

설계변수는 총 21 개로 모바일하버용 크레인 

보 요소의 단면 치수이다. 크레인의 경량화를 위

해 목적함수는 크레인 보 요소와 트러스요소의 

질량이다. 제한조건은 재료의 인장응력 tσ 과 압

축응력 cσ , 3.5 절에서 설명한 안전조건인 붐 y

축 처짐각 yθ 와 z 축 처짐각 zθ 이다. 그리고 허

용좌굴응력 kσ 를 압축응력 cσ 으로 나눴을 때, 1 

이상이 되도록 제한조건을 추가하였다. LBb 와 

UBb 는 각 설계변수의 하한조건과 상한조건이다. 

해석영역에서 설계 대상 모델과 참조 모델의 동

적 응답 해석은 MD Nastran 2010.1(10)을 사용하였

다. 상대 변위 벡터 계산 및 상대 변위 벡터와 

강성행렬의 곱은 MD Nastran 에 탑재되어 있는 

DMAP 알고리즘(11)을 이용하였다. 설계영역에서

의 정적 최적화 역시 MD Nastran 2010.1(10)를 사

용하였다. 

 

4.2 동적 응답 최적설계 결과 

Fig. 6은 동적 응답 최적설계 결과이다. 5번의 순

환과정을 수행했으며 목적함수는 410.2 ton 에서 

309.6 ton으로 24.5% 가량 감소하였다. 그리고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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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bjective function constraint violation history of 
the mobile harbor crane (static response 
optimization) 

 
에 위반했던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4.3 동적계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와 

결과 비교 

제안한 등가정하중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적 계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와 비교하

였다. 먼저 작업하중에 대한 동적계수는 충격계수 

iC 와 작업계수 iC 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크기는 

1.45 와 1.2 이다. 풍하중은 3.4.2 항과 동일하게 작

용하였다. 

정적 응답 해석에서는 상하동요를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횡동요와 종동요만을 고려하였다. 

구현하지 못한 상하동요를 보완하기 위해 파도

에 의한 관성력의 영향에 대해 안전계수를 2 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횡동요와 종동요 각을 1.5°

보다 두 배 큰 3.0°로 정하고 주기가 8 초 일 

때의 각가속도 0.0323 rad/s2를 계산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설계정식화는 동적 응답 최적화

와 동일하게 식 (9)이다. 최적화기는 Genesis 10.0(12)

을 사용한다. Fig. 7 은 정적 응답 최적설계의 결과

이다. 최적해는 목적함수인 질량이 325.8 ton 으로 

초기값에 비해 20.6% 감소하고, 제한조건을 만족하

였다. 

정적 최적설계는 설계반복(Iteration)이 20번 수행

하는데 이는 등가정하중법의 순환과정(Cycle)과 구

분된다. 정적 응답 최적화에서의 설계반복은 최적

화 과정 중에 수행되는 정적 응답 해석의 횟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등가정하중법의 순환과정은 Fig. 

4 에서 보인 설계 순서도를 반복하는 횟수를 의미

하며, 한 번의 순환과정에서 한 번의 정적 응답 최

적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Table 2에서 목적함수인 크레인의 질량은 정적 

응답 최적설계의 결과는 동적 응답 최적설계에  

Table 2 Comparison with the dynamic and static 
response optimization results 

 
Dynamic response 

optimization 

Static response 

optimization 

Objective 

function (ton) 
309.5 325.8 

Maximum 

constraint 

violation (%) 

0.0 168.6 

 
비해 16.3 ton 크다. 정적 응답 최적설계를 통한 

결과 값은 제한 조건 위반이 없이 수렴하였지만, 

수렴한 설계변수 값을 이용해 동적 응답 해석을 

수행해 본 결과 붐 처짐각 제한조건을 168.8% 

위반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설계에서 

동적 계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는 동적 

효과를 완전히 구현하지 못하였다. 반면, 제안한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한 동적 응답 최적설계는 

정적 응답 최적설계보다 목적함수인 질량 최소

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제한조건을 만

족하는 최적해를 찾는다. 그래서 제안한 동적 응

답 최적설계방법인 상대 변위를 이용한 등가정

하중법은 동적계수를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

계보다 동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설계방법

임이 검증된다. 

5. 결 론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의 경우, 기존 크레인과 

다르게 지지부가 움직이는 해상환경에서 작업하

는 크레인이다. 그러므로 크레인의 구조설계 시 

해상환경에서의 거동을 충분히 구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구조설계는 일반적인 

크레인의 설계방법을 이용한 정적 응답 최적설

계만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는 해상환경

을 보다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동적 응답 

최적설계를 적용하였다. 동적 응답 최적설계 수

행을 위해 기존에 개발된 등가정하중법을 지지

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등가정하중법은 동적 응답 최적설계를 수행하

는 방법 중 하나로 동적 응답 해석을 통해 나오

는 변위 벡터와 구조물의 강성행렬의 곱으로 등

가정하중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정적 응답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방법은 구조

물에 동하중이 직접 작용하는 경우는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지지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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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는 부적절하다. 

지지부가 움직이는 구조물의 문제에서 동적 

응답 해석을 통해 변위 벡터를 구하면, 지지부의 

운동 정보까지 모두 포함 된 값을 얻게 된다. 이 

변위 응답을 그대로 이용하면 부정확한 등가정

하중이 산출된다. 그래서 정확한 등가정하중의 

산출을 위해서는 지지부의 운동에 따른 관성력

의 영향만을 고려한 변위 벡터를 이용해야만 한

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 참조 모델을 통한 상대 

변위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상상황에서 안전하

고 경량화된 모바일하버용 크레인에 대한 동적 

응답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기존에 모바일하버

용 크레인의 설계에서 사용한 동적 계수를 이용

한 정적 응답 최적설계를 이용했을 때의 결과를 

제안한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에서 크레인의 무게가 

16.3 ton 적었다. 그리고 기존 방법을 이용한 최

적해를 동적 응답 해석에 적용하였을 경우 붐 

처짐각 제한조건을 168.8% 위반하였다. 그러므

로 제안한 방법은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해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등가정하중법과 달리 제안한 방법에서

는 참조 모델에 대한 동적 응답 해석을 수행하

므로 매 순환과정에서 2 번의 동적 응답 해석이 

필요하다. 때문에 동적 응답 해석을 위한 계산량

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제안 방법을 적용하면 

연산에 대한 부담이 크다. 향후, 참조 모델의 새

로운 정의 방법으로 계산량을 줄이는 방법, 혹은 

한 번의 동적 응답 해석으로 원형 모델과 참조 

모델의 상대 변위를 구하는 방법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안한 방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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