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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describes the dynamic behaviors of a rubber tired gantry crane(RTGC) under typical load conditions which are used 

in the design of gantry cran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n RTGC, we developed a finite element crane 

model for its huge structure. The finite element model was validated with the modal test results, e.g., natural frequencies and normal 

modes. And other components of RTGC were converted into detailed 3D CAD models and finally transformed to rigid body models 

in a dynamic simulation program ADAMS. The load conditions considered in this paper were a normal operating condition(OP1) and 

container hanging condition with no external loads. As a result, we could find there was large influence of crane's vibration owing 

to its structural stiffness and deformation. And the vibration of crane could made the movements of RTGC, which occurs crash or 

malfunction of crane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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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 발 의 가속화와 국가 간 교역량이 증하여 주요 운

반 하역 장비인 크 인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크

인은 운송 품목과 기능에 따라 컨테이 를 배에 선 하거

나 하역하는 컨테이  크 인(Container crane), 부두의 

야 장에서 컨테이 를 취 하는 야드용 갠트리 크 인

(Gantry crane),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리지 트래블

링 크 인(Bridge traveling crane), 수평 인입 크 인

(Level luffing crane) 등과 선박의 블록이나 교량 등의 구

조물을 취 하는 형 해상 크 인들이 있다.

이러한 크 인들은 다양한 작업하  환경에서의 구조 안정

성이 보장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제작되는 크 인 구조물

의 형화  주변 환경의 복잡화로 평가에 제한을 받는다. 

이에 한 합리 인 안으로 유한요소법과 같은 산해석을 

통한 안 성 평가방법이 극 으로 도입되고 있다(Lee et 

al., 2000; Park et al., 2001; Kim et al., 2001). 하지

만 체 구조물에 한 동역학  특성  풍하 을 포함한 

다양한 하 조건에 한 변형  응력 등의 종합 인 특성들

을 고려한 안 성 평가 용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Lee et 

al., 2011; Ku et al., 2012; Cha et al., 2012).

이  형 구조물인 갠트리 크 인은 컨테이 를 트 일

러로부터 야 장으로 하역/ 재하거나 혹은 야 장으로부터 

트 일러에 재하는 역할을 하는 크 인이며 컨테이  처리 

능력은 시간당 약 40개 정도이다. 따라서 갠트리 크 인의 

작동은 구조물의 정하  특성 이외에 설계기 으로 주어지는 

동하  조건과 컨테이 의 이동 메카니즘을 통하여 발생하는 

하 에 의한 동  거동의 분석이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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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ubber tired gantry crane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crane

Mode
Full finite element 

model

Reduced finite element 

model

1st 1.29 Hz 1.03 Hz

2nd 1.40 Hz 1.12 Hz

3rd 1.57 Hz 1.24 Hz

Table 1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Fig. 3 Von-Mises analysis result of the reduced finite 

element model of crane

본 연구에서는 갠트리 크 인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 크 인(Fig. 1)의 표 인 하 조건에 

한 동  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형구조물인 

크 인은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부속물인 

Trolley와 Gantry, Wheel 등은 강체로 모델링하여 동역학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2. 본    론

2.1 갠트리 크 인의 유한요소 모델링

크 인은 RTGC의 핵심구성부로서 여러 크기와 단면을 가

진 빔과 이 결합된 형 구조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 그 크기가 RTGC의 다른 구성 부분에 비하여 매우 크고 

Trolley가 장착된 상부의 변형량과 응력분포의 해석이 요

하므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다. 유한요소 모델링은 

주요 설계변수들 간의 기하학  계들을 구하여 작성한 자

동 유한요소 로그램(ANSYS APDL)을 이용하여 3차원 

솔리드 모델을 사용하 다. 이후 Mapped mesh를 통하여 

유한요소의 개수와 수치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체 

솔리드 모델을 부 사각형 형상의 면으로 분할하 다.

ANSYS에서 생성한 유한요소모델을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한 ADAMS 소 트웨어로 Parasolid geometry dimension

으로 변환하여 용하 다. Parasolid geometry로 변환된 각 

(Node)과 강체연결부의 Contact의 개수가 많아지면 동

역학 해석시간이 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mapped mesh를 

통하여 해석결과의 신뢰성을 가지면서도 정한 수를 가

지는 개선된 유한요소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응력이 집 되

는 Girder와 Leg의 결합부는 작은 크기의 요소를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소크기를 증가하고 미세한 곡률부 와 기타

요소를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요소개수 8,600개, 개수 

8,570개의 간략화한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 다(Fig. 2).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한 Element type은 ANSYS Shell 

63이다.

간략화된 유한요소 모델의 실효성을 악하기 하여 

RTGC 크 인 구조물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Full finite 

element model(약 25,000개의 유한요소)을 구성하고 이에 

해 모달해석(modal analysis)을 수행하 다. 모달해석을 

수행하여 구한 3차 모드까지의 고유진동수를 다음과 같이 비

교하 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차 모드까지의 고

유 진동수를 비교하면 간략화된 유한요소모델의 고유진동수

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반 인 RTGC의 높이가 약 

25m로 매우 커다란 기계구조물이고, 본 연구에서 단순화한 

유한요소모델이 요소개수를 이기 해 요소크기를 증가시켜 

해석모델의 강성이 실제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Fig. 3은 간략화한 수정 모델을 이용하여 Crane에 Trolley

가 결합되었을 때 Trolley의 자 (약 26톤)으로 나타나는 응

력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결과 나타난 최 응력은 약 

330MPa이며, 본 논문에서 고려된 RTGC에 용된 고강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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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AMS rigid body of trolley 

Fig. 5 ADAMS rigid body of gantry 

Fig. 6 Mass center locations of other components of RTGC

의 항복응력은 400MPa이상이다. 최 응력값은 해석 시 크

인 설계  동하  안 계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결과이다.

2.2 다물체 동역학 모델링

2.2.1 Trolley, Gantry, Wheel의 모델링

RTGC에서 Trolley는 Crane Girder의 일 를 움직이

며 컨테이 를 이송하는 장치로서 운 실을 포함하고 컨테이

를 연결하는 로  연결부로 구성되어 있다. Trolley의 형상

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구성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 실을 포함하면 그 크기가 크므로 회 성 모멘트와 질량

심, 연결부 치 등을 무시하고 단순한 형태의 강체로 모델

링하게 되면 해석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실제 형상을 최 한 유지하기 해 3차원 CAD작업을 수

행하고 이를 ADAMS에서 강체로 변환하 다(Fig. 4).

Trolley는 크 인 연결부인 일 에서 컨테이 를 이송

하는 역할을 하므로 Prismatic joint를 각 연결부에 모델링

하 다. 한 컨테이 를 연결하는 로  연결부에는 컨테이

의 하 작업이 가능하도록 컨테이  운 속도에 부합하는 

직선 Motion을 인가하 다.

Gantry는 Crane Sill beam에 부착되어 RTGC의 이동

바퀴에 연결되는 부분으로 4개의 컨테이 용 바퀴가 장착된

다. 겹 스 링의 구조물이 가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바퀴에는 휠 고정기(Wheel lock)와 조향을 한 터닝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겹  스 링의 강성값을 구할 

수 없고, 조향을 하지 않는 직진 주행만을 고려하므로  구

성부를 포함하는 강체로 모델링하 다. Trolley와 마찬가지

로 Gantry의 크기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실제 

형상을 유지하며 3차원 CAD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ADAMS

에서 강체로 변환하 다(Fig. 5).

본 연구에서 RTGC에 동하 이 작용할 때 윤하 (Wheel 

load)의 변화로 나타나는 크 인의 거동을 살펴보기 해서

는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횡력에 한 해석과 분석이 

요하다. RTGC에 장착된 휠은 컨테이 용 바퀴로서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와는 크기  물성치가 다르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휠에 작용하는 수직력과 횡력을 살펴보기 해 승용

차용 타이어 해석방법  가장 일반 인 Magic Formula를 

이용하 다. 일반 승용차용 타이어와의 차이를 보상하기 해

서 수직  코 링 강성값을 승용차의 2배로 모델링하 다.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은 ADAMS에서 제공하는 Contact으

로 모델링하 다. Gantry의 각 바퀴연결부에는 Revolute 

joint를 모델링하여 회 운동이 가능하게 하 다.

2.2.2 ADAMS를 이용한 연결  결합부 모델링

RTGC의 기타 부속부인 Control panel, Engine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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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Number

Fixed Joint 48

Spherical joint 2

Revolution Joint 8

Prismatic Joint 2

Force 1

Contact 12

Tire 8

Motion 2

Table 2 Element information of ADAMS model

Fig. 7 ADAMS full model of RTGC

Container, Connecting beam 등은 해석의 용이성을 해 

단순한 형태의 강체로 모델링하 다. 기타 부속부의 질량 심

과 부착 치는 Fig. 6을 참조하 다.

앞에서 언 한 RTGC의 각 구성부는 고정부에는 Fixed 

joint를 운동부에는 Prismatic 는 Revolute Joint를 사

용하여 부착하 다. 유한요소로 모델링된 크 인과 Gantry

는 결합부에 Fixed joint를 이용하여 고정하 으며, 크 인

과 Trolley의 부는 Trolley의 운동을 보장하기 해 크

인 상단부의 node에 Contact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컨테이 가 운반되는 하 조건인 OP1 하 조건에서 컨테이

와 연결된 Trolley의 운동은 Trolley의 로  연결부에 

Motion을 인가하여 시뮬 이션 하 다(Fig. 7). ADAMS로 

구성된 체 RTGC 모델 각 요소들의 종류와 개수는 Table 

2와 같다.

2.3 RTGC의 동  거동 분석

본 연구에서는 RTGC의 Design Criteria의 다양한 하

조건  RTGC Design Criteria에 속한 OP1과 컨테이  

이송을 한 Trolley 이동에 한 윤하  해석 결과를 고찰하

다. 해석에서 사용한 Trolley와 Crane사이 부의 강성

과 감쇠값은 그 값을 구할 수 없어 각각 100N/mm, 200 

N·s/mm로 가정하 다. Trolley는 Crane 부를 Corner

로 명명하고 운 실이 있는 부 를 Corner 1으로 하여 반시

계방향으로 Corner 2, Corner 3, Corner 4로 하 다.

2.3.1 OP1 하 조건에 한 해석 결과

RTGC Design Criteria의 부하조건  OP1 하  조건

(Crane in use without wind)은 DL(Dead Load), TL 

(Trolley Load), IMP(Loads due to vertical accele-

ration of the lifted load), LATT(Lateral due to 

Trolley Travel)을 더한 것으로 DL(1094kN)을 제외한 나

머지 하 을 계산하여 Trolley corner 각각에 용하 으며 

이를 X-Y-Z방향(Fig. 8)으로 분해하여 나타내면 Table 3과 

같다.

Fig. 8 Reference coordinate system of RTGC ADAMS 

model

X- direction Y-direction Z-direction

Corner 1 21.582kN -102.5145kN -4.4145kN

Corner 2 14.715kN -82.404kN -4.4145kN

Corner 3 21.582kN -102.5145kN -4.4145kN

Corner 4 14.715kN -82.404kN -4.4145kN

Table 3 Load conditions of OP1

OP1의 하 이 Trolley에 작용하면 Crane 구조물의 변형

이 발생하고 이러한 변형이 구조물의 진동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진동으로 인해 Trolley의 질량 심에 작용하는 힘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먼  Fig. 9의 Trolley 질량 심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하

변화를 살펴보면 수직방향으로 기 약 190ton의 하 이 

Trolley 각 Corner부에 분산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 130ton으로 수렴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 의 

변화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Crane 구조물의 강성과 변형

으로 발생하는 진동의 향으로 악된다. 이때 Crane의 응

력분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므로 어느 순간의 값보

다 해석 시간 동안 응력분포의 변화를 악하는 것이 요하

다. Trolley 질량 심에 작용하는 Girder 방향과 RTGC 이

동방향 하 변화는 수직방향 변화보다 비교  빠르게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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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oad changes in the vertical direction

Fig. 10 Load changes in the Girder direction

Fig. 11 Load changes in the RTGC moving direction

Fig. 12 Wheel load changes in the vertical directions

Fig. 13 Wheel load changes in the lateral and moving 

directions(dotted line: the moving direction, solid 

line: the lateral direction)

고 있는데 이는 RTGC Crane의 수직방향 변형(Girder의 

굽힘 변형)이 다른 방향의 변형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10, 11).

2.3.2 Trolley 이동에 한 윤하  해석 결과

RTGC wheel에 작용하는 윤하 은 수직방향하 에 의한 

넘어짐, 운  는 작업 의 이동 등 RTGC 체거동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다. 일반 으로 RTGC가 컨테이

 작업만을 할 때 wheel에 고정 이블을 연결하여 이동에 

의한 작업사고를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 윤하 에 의해 나타

나는 RTGC의 동  거동은 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모델을 사용한 Crane의 변형

과 Wheel에 작용하는 수직방향  횡방향 하 을 해석함으

로써 윤하 에 의한 RTGC의 동  거동을 분석하 다. 해석

조건은 RTGC에 단순히 컨테이 만 연결하고 Trolley를 운

하여 컨테이 를 좌단에서 우단으로 움직인 것으로 하 다.

Fig. 12~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컨테이 만 연결하여 

Trolley를 움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RTGC 구조물의 변형으

로 인해 윤하 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RTGC가 움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rolley가 이동하거나 컨테이 의 이송 

등과 같은 RTGC의 작업  운  시에는 Crane의 변형과 상

호 연계되어 윤하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RTGC의 변형

과 이동에 비할 수 있는 반력 요소의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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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은 갠트리 크 인의 설계를 해 컨테이  하역작업 시 특정하  조건하의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의 

동 거동과 그에 따른 윤하 을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먼  RTGC의 동 거동을 살펴보기 해 거  구조물인 크

인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고유진동수와 고유모드의 모달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검증하 다. RTGC의 

기타 부속품은 3차원 CAD모델링을 통해 다물체 동역학해석 소 트웨어인 ADAMS에서 강체로 모델링하 다. 본 연구에서 

하  조건은 일반 인 컨테이 의 이송조건(OP1)과 외부부하조건 없이 단순히 트롤리를 이용하여 컨테이 를 하역하는 2가

지 경우로 고려하 다. 해석 결과 RTGC의 컨테이  작업 시 발생하는 크 인의 진동은 거  구조물의 강성과 변형에 주로 

기인함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크 인의 진동은 RTGC의 움직임을 발생시켜 컨테이  하역작업 불능 등의 거동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Rubber tired gantry crane, 유한요소, 다물체 동역학 해석, 시뮬 이션, 윤하

3. 결    론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컨테이 를 트 일러로부터 야 장으로 하역/ 재하거

나 혹은 야 장으로부터 트 일러에 재하는 역할을 

하는 RTGC(Rubber Tired Gantry Crane)의 다양

한 하 조건에 한 동  거동을 분석할 수 있는 동역

학 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

2) RTGC의 주요 구성품인 크 인은 형 구조물로 하

에 한 변형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한요소 모델

을 사용하고 그 외의 부속부는 3D CAD모델링을 수행

한 후 해석의 편의를 해 강체로 모델링하 다.

3) 크 인의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하기 해 모달해석을 수

행하 으며 고유진동수와 모드를 실험값과 비교하 다.

4) RTGC의 다양한 하 조건  표 인 OP1과 Trolley

의 컨테이  이송 하 조건에 해 다물체 동역학 해석

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 다.

5) 동역학 해석 결과 20톤의 컨테이 를 이송할 때 RTGC에 

Crane 구조물의 강성과 변형으로 인해 크 인에 진동의 

향이 상 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Crane의 

응력분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컨테이 만 연결한 무부하 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RTGC 구조물의 변형으로 인해 윤하 의 변화가 발생

하고 이로 인해 RTGC가 움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를 바탕으로 Trolley가 이동하거나 컨테이 의 

이송 등과 같은 RTGC의 작업  운  시에는 Crane의 

변형과 상호 연계되어 윤하 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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