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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는 도크의 회전율을 높이

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가 블록 공법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가 블록 공법이란 사

전에 육상에서 선박을 4~5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제작하고,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도크로 운반 

및 탑재하여 선박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가 블

록 공법에 사용되는 블록을 기가 블록이라고 하는

데, 중량이 약 5,000ton 이상, 길이는 약 50m 이상

이 된다. 그러나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해상 크레인의 정격 하중이 약 3,000 ~ 3,600ton 정

도이기 때문에, 해상 크레인 한 기를 사용하여 기

Key Words: Floating Crane(해상 크레인), Parallel Connection(병렬 연결), Simulation(시뮬레이션), Dynamic 

Response(동적 거동), Multi-Body Dynamics(다물체계 동역학)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병렬 연결된 해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5,000ton 이상의 기가 블록급 대형 중량물을 

인양할 때 해상 크레인과 대형 중량물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하기 위해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해상 크레인, 바지선, 대형 중량물은 각각 

6 자유도 운동을 하고, 이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구속에 의한 연성을 가지도록 모델링 하였다. 또한 해상 

크레인 및 바지선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유체 정역학 힘과 유체 동역학 힘을 고려하였고, 각각의 물체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해상크레인을 병렬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인양하는 공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공학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erformed a simulation of the dynamic response of a multibody system to calculate the 

tension acting on wire ropes connecting floating cranes and a heavy cargo such as a Giga Block weighing over 5000 

tons when the cargo is salvaged using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In this simulation, we supposed that the 

motion of the floating cranes, barge ship, and heavy cargo has 6 degrees of freedom and that the interaction is 

determined by constraints among them. In addition, we considered independent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forces as 

external forces acting on the floating cranes and barge ship. The simulation result can be a basis for verifying the safety 

of construction methods in which heavy cargo is salvaged by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and it can also be used 

to guide the development of such construction methods. 

† Corresponding Author, miroh@ul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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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블록을 탑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Fig. 1 에서와 같이 해상 크레인 2 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가 블록을 탑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때 기가 블록의 크기에 따라 해상 크

레인 2 기 사이에 바지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현재는 해상 크레인 2 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기

가 블록을 탑재할 때, 해상 크레인을 계류한 상태

에서 기가 블록을 리프팅하여 수 십 미터 정도 평

행 이동한 후에 탑재한다. 해상 크레인이 계류되

어 있기 때문에 해양파에 의한 해상 크레인의 운

동이 크지 않으며, 기가 블록을 리프팅하여 수 십 

미터 정도만 평행 이동하기 때문에 기가 블록의 

운동도 크지 않다. 그러나 향후에는 기가 블록급

의 대형 중량물을 리프팅하여 수 km 를 이동하여 

인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예, 기가 블

록의 제작 위치와 탑재 위치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해상 크레인 2 기를 병렬 연결하

여 계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선으로 예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국내외 대형 조선소에서도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나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경우

에 따라서는 해상 크레인 2 기를 병렬 연결하여 

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인선에 의해 회전시켜

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회전 모멘트에 의해 대

형 중량물의 운동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해상 크레 

 

 

Fig. 1 An example of lifting a heavy cargo by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in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인과 대형 중량물을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wire 

rope)에 큰 동적 하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

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또한 국내외에서 수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해상 크레인 2 기와 

그 사이에 바지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

을 인양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4 가

지 경우에 대해 다물체계 동역학(multi-body 

dynamics)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예인선이 해

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예인하는 경우(Case 1),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사이에 로프(rope)를 연결하

여 예인하는 경우(Case 2), 그리고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회전시키는 경우(Case 3),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을 멈추는 경우(Case 4)

이다. 이때, 해상 크레인 2기와 바지선, 대형 중량

물은 각각 6자유도 운동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이

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구속에 의한 연동성을 고려

하였다. 해상 크레인 및 바지선에 작용하는 외력

으로는 유체 정역학 힘(hydrostatic force)과 유체 동

역학 힘(hydrodynamic force)을 고려하였고, 각각의 

물체에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시뮬

레이션 방법은 차주환 등(1)이 연구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1.2 관련 연구 현황 

여러 대의 해상 크레인을 병렬로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탑재하는 공법을 사용하는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 대형 조선소 외에는 거의 없다. 

본 연구와 관련된 조선소의 연구로서, 최근 삼성

중공업(2)는 Fig. 2에서와 같이 “복수 대의 해상 크

레인을 이용한 기가 블록 공법”이라는 특허를 등

록하였다. 

 

 

Fig. 2 A conceptual drawing in the patent of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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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ing the heavy block of Inchon Bridge by two 
floating cranes(3) 

 
본 특허에는 육상에서 선체 블록을 기가 블록으로 

제작하는 단계, 복수 대의 해상 크레인을 서로 동조 

작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단계, 복수 대의 해상 크

레인으로 기가 블록을 해상으로 인양하는 단계, 기가 

블록을 플로팅 도크 상의 정 위치로 안착시키는 단계, 

기가 블록을 결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단계 등의 기

가 블록의 건조부터 탑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본 특허는 복수 대의 해상 크레인

을 이용한 공법 및 연결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즉, 공학적인 검증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예인선에 의한 대형 중량물의 장거리 운반이

나 회전 등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 외에 교량 건설에 여러 대의 해상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교량 건설에 여러 대의 해상 크레인을 사

용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바지선에 교량 블록

을 싣고 탑재 위치로 이동한 후, 해상 크레인은 

그 자리에 계류를 한 상태에서 교량 블록을 탑재

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김화수 등(3)은 Fig. 3 에서와 같이 인천 대교 보

강형 제작 공사를 위해 해상 크레인 2기(2,200 ton 

급, 1,300 ton 급)를 이용하여 최고 3,000ton에 이르

는 동측 경간 대블록을 선적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 소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고 공학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은 없다. 

Ishida 등(4)은 Fig. 4 에서와 같이 치토세(Chitose) 

다리를  건설할  때 ,  3,700ton 급  해상  크레인과 

2,200ton 급 해상 크레인을 동시에 사용하여 약 

4,000ton 의 아치 블록을 탑재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때 해상 크레인과 대형 아치 블록 사이의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하였고, 아치 

블록에 대한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아치 블록

을 바지선으로 운송해서 탑재할 위치에 고정시켜 

놓고 해상 크레인 2 기를 사용하여 탑재한 사례이

나, 이 연구에서 해상 크레인의 장거리 인양 및  

 
 

Fig. 4 Erection of arch block by two floating cranes(4) 

 
회전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대의 해상 

크레인을 병렬로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탑재하

고, 이때 해상 크레인의 장거리 인양 및 회전 등

을 고려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대의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새롭고 안전한 탑재 공법의 도출을 위해 여러 상

황을 모델링 하고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본 논문의 2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의 목적, 형상 

모델링 및 가정, 외력 등에 대해 설명한다. 3 장에

서는 4 가지 방법에 대한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를 

분석하고, 4 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서술하였다. 

2. 병렬 연결된 해상 크레인의 

시뮬레이션 모델링 

본 장에서는 해상 크레인 2 기와 그 사이에 바

지선을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인양하는 시뮬레

이션의 목적, 형상 모델링 및 가정, 외력 등에 대

해 설명한다. 

 

2.1 시뮬레이션의 목적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해상 크레인 2 기와 그 사

이에 바지선을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인양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작업 방법을 고려하였다. 
 

(1) Case 1: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 

Fig. 5는 바지선으로 연결된 해상 크레인 2기에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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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ing Crane #1

Floating Crane #2

Heavy cargoBarge ship

Tug boat

Rope & Fender

Wire rope

 
 

Fig. 5 Case 1 - Tug boats tow right next to the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Floating Crane #1

Floating Crane #2

Heavy cargoBarge ship

Tug boat

Rope Rope & Fender

Wire rope

 
 

Fig. 6 Case 2 – Tug boats tow the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with ropes 

 

Floating Crane #1

Floating Crane #2

Heavy cargo

Barge ship

Tug boat

Rope & Fender

Wire rope

Tug boat

Rotating

 
 

Fig. 7 Case 3 – Tug boats push and rotate the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Floating Crane #1

Floating Crane #2

Heavy cargo

Barge ship

Tug boat

Rope & Fender

Wire rope

Tug boat

Rotating

 
 

Fig. 8 Case 4 – Tug boats push and stop the rotation of 
the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Floating Crane #2

Floating Crane #1

Heavy cargo

Wire rope

Tension

 
 

Fig. 9 Tension of the wire ropes between floating cranes 
and heavy cargo 

 

 

(2) Case 2: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 

Fig. 6은 바지선으로 연결된 해상 크레인 2기에 

예인선이 로프로 연결되어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

우의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3) Case 3: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회전시키는 경우 

Fig. 7은 바지선으로 연결된 해상 크레인 2기에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시키는 경우의 시뮬레

이션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4) Case 4: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을 멈추

는 경우 

Fig. 8은 바지선으로 연결된 해상 크레인 2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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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을 멈추는 경우의 시뮬

레이션 모델링을 나타내고 있다.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위의 4 가지 작업 상황

에 대해 해상 크레인과 대형 중량물 사이에 연결

된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하는 것이

다. 만일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이 와이어 

로프의 허용 장력을 넘을 경우 해당 작업은 위험

한 것일 수 있으므로 공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2.2 시뮬레이션의 개요 및 수행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구성도는 Fig. 

10 과 같다. 해상 크레인, 바지선, 대형 중량물의 

형상 정보 및 주요 치수가 결정되면, 각 물체의 6

자유도 연성 운동을 고려한 24 자유도 연성 운동

방정식에 대입한다. 이 운동 방정식은 다물체계 

동역학을 고려하여 모든 비선형 성분을 고려하고 

있다.(5) 그리고 유체 정역학 힘, 유체 동역학 힘, 

로프에 의한 힘, 펜더(fender)에 의한 힘, 와이어 

로프 에 의한 힘이 외력으로 계산되어 운동 방정

식에 대입된다. 다물체계 운동방정식을 풀어서 가

속도를 구하고, 4th order Runge-Kutta방법을 사용하

여 각 물체의 속도, 위치를 계산한 후, 이를 가시

화한다. 시뮬레이션 커널에서는 단위 시간만큼 시

간을 진행시켜 다시 운동방정식 및 외력에 시간, 

위치, 속도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 

본 연구에서 적용 대상으로 한 해상 크레인, 바

지선의 형상 모델은 다음과 같다. 해상 크레인의 

길이는 110m, 폭은 46m, 높이는 7.5m, 정격 하중

은 3,600ton 이다. 바지선의 길이는 110m, 폭은 

46m, 높이는 7.5m 이다. 각각의 부재는 모두 강체

(rigid body)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해상 크레인이 

인양하는 대형 중량물의 중량은 4,600ton 으로 가

정하였다. Fig. 11은 바지선으로 병렬 연결된 해상 

크레인 2기의 형상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2.3 운동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augmented formulation 을 이용하여 

해상 크레인 2 기, 바지선, 대형 중량물의 다물체

계 운동방정식을 식 (1)과 같이 구성하였다.(5) 
 

( ) ( ) ( ), , , ,e t+ =M q q k q q F q q qɺɺ ɺ ɺ ɺɺ   (1) 

0 0
, , ,

0

T T T e T e
  

= = + = =  
  

M J M J k J MJq J NJq N F J F
ωI

ɺ ɺ ɺ
ɶ

 

 

여기서, q는 해상 크레인 2 기, 바지선, 대형 중

량물의 위치와 자세를 나타내는 일반화 좌표, M

은 다물체계의 질량 및 질량 관성 모멘트 행렬, 

J 는 질량 중심에 대한 속도를 일반화 좌표의 속도로 

수학적 모델
: 24자유도 연성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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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figuration of multi-body system dynamic 
response simulation for parallel connected 
floating cranes and heavy 

 

 

7.5 [m]

 
 

Fig. 11 Geometric model of two floating cranes and 
barge ship 

 
변환해 주는 속도 변환 행렬, ω 는 다물체계의 각속

도 벡터, 
e

F 는 다물체계에 작용하는 외력을 각각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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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wave) 중
해상크레인의 자세가 기운 상태

자세 변화를 고려하여
hydrostatic force를 계산

시간

� 매 단위 시간마다 hydrostatic force 계산
� 수선면을 평면으로 가정

(wave elevation 고려 안 함)

0tt =

1tt =

2tt =

시간

시간

Hydrostatic force

)( 0tF cshydrostati

Hydrostatic force

)( 1tF cshydrostati

Hydrostatic force

)( 2tF cshydrostati

 
 

Fig. 12 Hydrostatic force considering the attitude of the 
floating crane(5) 

 
2.4 외력(external forces)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에 작용하는 외력으로는 유체 

정역학 힘과 유체 동역학 힘을 고려하였는데, 이들 힘

은 각 물체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유체력의 상호 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유체 정역

학 힘은 Fig. 12에서와 같이 매 단위 시간마다 해상 크

레인의 자세를 고려하여 계산함으로써 대진폭 운동 시

에도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수선면은 평면

으로 가정하였고, 다면체간 교차 계산을 수행하여 수선

면 아래 잠긴 부피를 계산하였다. 

유체 동역학 힘 중 시간 영역에서의 방사력(radiation 

force)을 계산하기 위해 식 (2)의 Cummins 식(6)을 이용

하였다. 부가 질량(added mass) 및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는 상용 시스템(WADAM)을 통해 계산된 값

을 입력 받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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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ope models between floating cranes and barge 
ship 

 

Top view

¼ 

¼ 

¼ 

¼ 

Side view

 
 

Fig. 14 Fender models between floating cranes and barge 
ship 

 

여기서, 
ija 는 부가 질량, 

ijb 는 감쇠 계수, 
ijB 는 

retardation 함수이다. 

유체 동역학 힘 중 파 강제력(wave excitation 

force)은 상용 시스템에서 계산된 주파수별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로부터 파고를 고려하

여 계산하였다. 

해상 크레인 2기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로프 및 펜

더는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해상 크레인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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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의 선측 갑판(deck)쪽에는 볼라드(bollard)가 설치

되어 있다(Fig. 13 참조). 여기에 로프를 연결하여 해

상 크레인과 바지선을 고박한다. 로프는 용수철

(spring)과 같이 길이 변화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복원력을 발생시키도록 모델링 하였다. 다만, 인장

에 대해서만 복원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인양 작업 시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은 움직임에 

의해 서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

기 위해 로프가 체결되는 위치의 바로 아래쪽에 

펜더를 설치한다. Fig. 14는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 

사이에 설치된 펜더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따

라서 펜더도 용수철과 같이 길이 변화에 선형적으

로 비례하는 복원력을 발생시키도록 모델링 하였

는데, 다만 로프와 반대로 압축에 대해서만 복원

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펜더를 용수철 하나로 

모델링 하면 옆으로 밀리면서 압축이 제대로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용수철 4 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여 모델링 하였

다. 

3.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 

2.1 절에서 언급한 4 가지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 시, 

예인선의 예인 속도는 1knots, 해양파의 파고는 

0.1m, 주파수는 0.349/s, 입사각은 45 도의 규칙파

(regular wave)를 가정하였다. 

 

3.1 Case1: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이 힘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해상 크레

인을 예인하는데, 이때 최대 힘을 주기까지 걸리

는 시간이 10sec, 20sec, 30sec 인 3 가지 경우에 대

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5 는 Case 1 에 

대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형 중량물의 중량이 4,600ton 인 것을 고려하

면, 3 가지 경우 모두 최소 약 4,400ton 에서 최대 

약 4,900ton 까지 장력의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1.07(=4,900/4,600) 정도의 동적 요인

(dynamic factor)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지 

경우 모두 동적 요인은 비슷하지만, 최대 힘을 주

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장력 변화 구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Case 2: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사이에 rope를 

연결하여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이 로프를 통해 해상 크레인을 예인하는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20 30 40 50 60 70 8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20 30 40 50 60 70 80

4300

4400

4500

4600

4700

4800

4900

5000

20 30 40 50 60 70 80

① 최대 힘을 주기까지 10초가 걸린 경우

② 최대 힘을 주기까지 20초가 걸린 경우

③ 최대 힘을 주기까지 30초가 걸린 경우

시간 (s)

장력 (ton)

시간 (s)

장력 (ton)

시간 (s)

장력 (ton)

 
Fig. 15 Tension of wire ropes in Case 1 

 

① 최대 힘을 주기까지 10초가 걸린 경우

② 최대 힘을 주기까지 20초가 걸린 경우

③ 최대 힘을 주기까지 30초가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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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ension of wire ropes in Case 2 

 
경우에도 3.1 절과 같이 최대 힘을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sec, 20sec, 30sec인 3가지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6은 Case 2에 

대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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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크레인과 대형 중량물을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이 최소 약 4,400ton 에서 최

대 약 5,000ton까지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 

1.09(=5,000/4,600) 정도의 동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지 경우 중 최대 힘을 주기까지 

10 초가 걸린 경우가 장력 변화 진폭도 가장 크고 

장력 변화 구간도 가장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Case 3: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회전시키는 경우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을 회전시킬 때, 회전 각속

도는 2.86 deg/s 로 설정하였다. 이 회전 각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5sec, 10sec, 20sec 인 3 가지 경우

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7은 Case 

3 에 대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이 최소 약 

4,250ton 에서 최대 약 5,000ton 까지 변하였다. 약 

1.09(=5,000/4,600) 정도의 동적 요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최대 각속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을수록 

장력 변화 진폭이 더 크고 장력 변화 구간도 넓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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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ension of wire ropes in Case 3 

3.4 Case 4: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을 멈추는 

경우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을 20 초에 걸쳐 2.86 deg/s

까지 회전 시킨 후, 5 초 간격으로 순간적인 힘을 

주어서 회전을 멈추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때, 

회전시키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주는 

경우와 더 신속하게 멈추기 위해 회전시키는 힘의 

두 배 힘을 반대로 주는 경우를 고려하였다. Fig. 

18 은 Case 4 에 대한 동적 거동 시뮬레이션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시키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로 주는 

경우에는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이 최소 약 

4,400ton 에서 최대 약 4,900ton 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예인선이 붙어서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와 

동일한 동적 요인인 약 1.07(=4,900/4,600) 정도인 

것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속하

게 멈추기 위해 회전시키는 힘의 두 배 크기로 힘

을 주는 경우에는 최소 약 3,800ton 에서 최대 약 

5,100ton 의 장력이 작용하였는데, 이는 동적 요인

이 약 1.11(=5,100/4,600) 정도이다. 그리고 장력이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발산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현장 작업 데이

터(장력)와의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약 5%의 오차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①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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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ension of wire ropes in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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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해상 크레인 2 기와 그 사이에 바지

선을 연결하여 5,000ton 이상의 기가 블록급 대형 중

량물을 계류 없이 장거리 인양 및 회전하는 경우에 

대해 다물체계 동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예

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어서 예인하는 경우, 

예인선과 해상 크레인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여 예인

하는 경우, 그리고 예인선이 해상 크레인에 직접 붙

어서 회전시키는 경우, 예인선이 직접 붙어서 회전을 

멈추는 경우 등 4 가지 작업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여 해상 크레인과 대형 중량물 사이의 와이

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해 최대 힘을 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으면, 즉 단위 시간당 큰 힘을 주는 경

우에 와이어 로프에 작용하는 장력 변화 진폭이 

크고 구간이 넓게 계산되었다. 또한, 예인선이 직

접 붙어서 예인하는 경우가 로프를 연결하여 예인

하는 경우보다 와이어 로프 에 작용하는 장력 변

화가 적었다. 그리고 예인선으로 회전을 시키는 

경우에도 직진으로 예인하는 경우와 비슷한 장력

이 작용하였으며, 예인선으로 회전을 멈추는 경우

에 과도한 힘을 주어 멈추게 되면 장력 변화가 급

격하게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동적 요인이 약 1.10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

후 해상 크레인을 병렬 연결하여 대형 중량물을 

예인하고 회전시킬 때, 운용 지침에 대한 공학적

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을 위해 풍력(wind force), 조류력(current force), 장

파(swell)에 의한 힘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시

뮬레이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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