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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xiomatic design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conceptual design of semi-submersible type mobile

harbor (B1). The process of how the design of mobile harbor is elaborated, evaluated and improved

from the very beginning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mobile harbor is a functional har-

bor, which can move to a container ship anchoring out of ports in the deep water to load/unload con-

tainers on sea and transfer them to their destination ports. This floating system will innovate the

maritime transport and distribution since it will greatly enhance the accessibility of super-sized con-

tainer ships to existing harbors and harbors without enough infrastructures. Designing a mobile system

which can perform the functions of traditional harbors on the floating system requires innovative ideas

as well as rigorous validations of each sub systems. In order to enhance the chance of design success,

we try to satisfy the design axioms in early stage of conceptual design. We use the zigzagging process

for defining Functional Requirements (FR)-Design Parameters (DP) hierarchy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In other words, we decomposed the complexity of the design by FR-DP hierarchy and

reduced coupled design logically and systematically. This paper shows applicability of the axiomatic

design principles to the field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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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해운 물류 부문의 경향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Fig. 1을 보면,

2007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현

재시점에서는 세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1]. 하지만 예측자료에 의하면 향후 2년

후부터는 경제 회복과 함께 물동량도 다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컨테이너선도 빠른 속도로 초대형화 되고 있

다. 1990년대 후반 슈퍼 포스트 파나막스급을 시작으

로 13000 TEU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설계 및 건조되

고 있다. 이는 세계 해운 물동량의 증가와 더불어 선

박 건조능력이 초대형화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만큼

발전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는 증가하는 세계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2].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항해당 다량의 컨테이너

를 수송하기 때문에 운송단위당 운송시간을 단축하

고,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 때

문에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만으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

단하기에는 이르다. 왜냐하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기

항할 항만의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영국의 해운 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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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트 사인 MDS Transmodal의 자료 Table 1에 의하

면, 항만의 처리능력이 변화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

고 가정할 때 앞으로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에 비해 항

만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3].

즉, 세계 해운 물류 산업의 경향에 따라, 항만의 하역

및 처리능력을 높여줄 항만설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항만은 중심항(Hub port)과

지역항(Spoke port)의 구도를 이루는데 컨테이너선이

초대형화되면서 중심항으로서 요구되는 기능 및 의미

도 변화되었다. 기존의 중심항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집하할 수 있는 지역이면 되었다. 이제 중심항은 다량

의 집하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다는 초대형 컨테이

너선이 접안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

역하여 지역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 네트워크의

중심을 의미하게 되었다.

대형 해운사 위주로 재편된 해운시장에 따라 항만

의 기능도 대형 중심항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하역 및 선적을 위한 중심항으로서 기능

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2]. 

·컨테이너선이 초대형화 됨에 따라 흘수 및 선형도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

할 수 있도록 안벽 수심은 16~18 m, 길이는

400 m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륙운송으로의 효율성, 시스템 구축 정도가 작업

효율성 향상과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안벽 수심 16 m 이상으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은 Table 2와 같이 한국의

광양과 일본의 요코하마,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

페인의 알헤시라스 외 소수에 불과하다[2,4]. 이러한 항

만 설치를 위해서는 주변의 자연환경에 의한 제약은

물론 시설 확충 및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큰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엔 초대형 컨테이너선

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우려된다. 또한, 항만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항만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역에 따라 대

형화된 컨테이너선 하역 시스템을 위한 수심확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항만의 대형화를 가져온

다. 따라서 기존의 항만을 개조하는 대응책 외에 해운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

하고 하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항만이 요구

되고 있다.

모바일하버는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와 중심항 위

주로 재편되는 해운-항만시장에서 국제 경쟁력과 작

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신개념 항만 시스템이

다. 이는 해상의 부유식 항만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결

하는 혁신적인 해상 물류 처리 시스템이다[5]. 해상에

서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심이 제공되기

때문에 항만을 대형화하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항만을 건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

역도 모바일하버가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수요가

될 수 있다. 이는 분명 해운 물류 산업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모바일하버와 수심 16 m이상의 신항만 건설에 대

해, 각각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비교함으로써 모

바일하버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초대형 컨

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안벽수심과 길이 조건

을 만족하는 항만을 건설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에는

기존 항만을 건설하는 데 드는 건설비용인 안벽건설

비, 용역비, 하역장비비, 외곽 시설비, 부대비용, 보상

비 등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에 항로

준설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더해질 것이다. 반면 모바

일하버는 기존의 항만을 활용하므로 장비 단가 외 추

Fig. 1.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1].

Table 1. 주요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능력과 처리량 

(단위: 백만 TEU)

2006 2014

처리능력 처리량 처리능력 처리량 부족량

아시아 225 195 225 324 128

유럽,

지중해
95 61 95 101 29

미국 70 43 70 72 10

아프리카 0 0 0 0 0

호주, 

뉴질랜드
7 4 7 7 1

합계 397 303 397 505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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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 비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정한 기존

항만 건설비 약 8850억의 50% 정도 초기 비용 절감

이 가능하다[6].

모바일하버의 운영 비용에 있어서는 이동 동력비,

일반관리비 등의 발생으로 기존 항만 운영 비용보다

년간 151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만 건설의 경우 초기 비용에 이자율 5%를 가정, 년

간 213억 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되며, 또한 항만 건설

기간 중 기회비용 손실, 투자 위험 비용의 발생을 고

려할 때, 경제성 측면에서 모바일하버가 우위에 있음

을 알 수 있다[6].

또한 중심항을 거쳐 허브항으로 물류를 운송하는

단계의 수보다 모바일하버를 운영함으로써 거치게 되

는 물류 운송과정의 단계 수가 줄어들게 되어, 모바

일하버를 직접 운영하면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항만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운

항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모바일하버를

해외에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도 고려할 수 있

다. 모바일하버의 편익분석에 의하면 2008년을 기준

으로 2021년에 투자회수점을 넘게 되고 이후로는 순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모바일하버의 경제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6].

모바일하버는 해운물류 관점에서, 또 경제적인 관

점에서도 혁신적이고 잠재적인 부가가치가 많은 연구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바일하버의 여러

제품군 중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념 설계에 대해

살펴본다. 설계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개념설계에서

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그 시스템의 개발 방향이 정해

지게 된다. 개념설계 후 어떤 시스템의 구체적인 치수

를 정하는 상세설계가 행해진다. 상세설계에서 개념

을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손실

을 줄이기 위해 개념설계에서부터 창의적인 설계안에

대해 충분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개념설계에서는 주

로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하여 진행되는데, 공리설계

를 통해 좋은 설계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공리를 적용

하고자 한다.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

에 공리설계를 적용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2. 모바일하버의 개념

2.1 모바일하버의 개념과 분류

모바일하버는 해상에서 자체의 추진 수단으로 컨테

이너선에 접근하여, 하역 및 선적할 수 있는 이동식

항구이다. 이 시스템은 잠재적인 수요의 요구와 다양

한 지형적 제약에 따라 크게 두 개의 제품군으로 개발

되고 있다. 즉, 물동량과 기존 육상에 위치하는 항만

과의 거리, 연관된 항만의 수, 설치될 해상 위치 등에

따라 분류된다[5-9].

먼저 ‘A형’은 물동량이 적은 강이나 연안 운수를

목적으로 한다. 컨테이너선의 측면에 직접 접안하여

자체의 크레인으로 하역하여 육상 항만으로 운송한

다. 기본적으로 A형의 모바일하버 상부에 단일 크레

인이 존재하는데, 다수의 모바일하버가 한 컨테이너

선에 접안하여 작업할 때 크레인의 결합 여부에 따라

A1형과 A2형으로 분류된다. Fig. 2를 참고하면 A형의

모바일하버들이 컨테이너선의 양 측면에 접안하였을

때, A1형은 각 모바일하버가 자체의 크레인으로 독립

적으로 하역 작업을 하고, A2형은 모바일하버 2대가

컨테이너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좌측과 우측에 접안

한 후 크레인을 연결할 수 있어서 양현하역이 가능하

게 된다. 이들의 용량은 물동량에 따라 250 TEU와

700 TEU, 1200 TEU로 나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

적으로 하역하고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able 2. 개발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 가능 항만

항만 터미널
수심
(m)

부두길이
(m)

크레인 설비

크레인수
최대양력

(MT)
길이
(m)

Lift Ht.
(m)

광양(한국) 3-1단계 16~17 1,400 12 - 22~23 Rows -

Yantian(중국) 3 단계 16 1,400 18 - 60 -

요코하마(일본) C-1,2 16 1,400 5 65 65 40

롱비치(미국) T 16 1,500 16 65 61 -

암스테르담(네덜란드) Ceres Paragon 16 1,050 9 65 61 -

알헤시라스(스페인) Mulle Del Navio 16 1,456 3 65 59 36

브레머하벤(독일) Wilhelm Kaisen 16 2,300 4 65 63 33

Salalah(오만) Salalah 16 1,236 2 65 63.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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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은 물동량이 많은 해상에 위치하며, 자체의 크

레인 모듈로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하역

하고, 운송 작업은 육상 항만을 연결하는 운송유닛 또

는 피더선(Feeder)이 하게 된다. Fig. 3을 참고 하면

B1형, B2형, B3형으로 분류되는데, 공통적으로 운송

유닛이 모바일하버에 접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B1형은 반잠수식 형태로 컨테이너선이 반잠수식 모바

일하버의 내부에 접안하여 파랑 중 컨테이너선과 일

체거동을 하며 양현하역을 하게 된다. B2형은 대형 바

지형식으로 상부에 다수의 크레인이 설치된다. 이는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 사이에 위치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된다. B3형은 B2형과 유사하지만 부유식이 아

닌 해저에 착저한 상태로 하역작업을 한다. 

종합하면, 모바일하버 제품군은 해상에서 하역하는

기능과 각 항만으로 운송하는 기능이 합쳐진 ‘A형’과

각 기능이 분리된 ‘B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바일하버는 B형으로 그 중에서도 반

잠수식 모바일하버인 ‘B1형’에 중점을 두었다.

2.2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념과 초기 개념설계

모바일하버 A형과 B형 모두 Sea State 3의 해상

조건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본

적인 기능요구사항 및 목적은 동일하다. 하지만 B형

은 A형과 달리 물동량이 많고 선박간 환적이 많은

항만을 목표로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초대형 컨테

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다. 이 때 해상에서 하역 및

선적 작업을 하기 위한 모바일하버 부유체와 컨테이

너선과의 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잠수식으로

설계하였다[5-9].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는 접안한 상태의 컨테이너선

과 물리적으로 접촉하여 일체형 운동을 한다. 이로써

컨테이너선과의 상대적인 상하 및 회전 운동을 억제

하여 해상에서 안정적으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운송 유닛 사이를 연결하며 선적 또는 하역하는 기능

을 가진 이동형 항구이다. 이는 해상에 위치하여 초대

형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만큼의 작업환경을 제공하

고, 상부 접안하기 위한 시스템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서로 평행하게 위치해 있는 두 개의 부유체는 자

체적으로 부력을 조절할 수 있으며, 부력을 조절함에

따라 부유체의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신속하게 하역

및 선적한다.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는 부유체와 크레인, 선박들 전

체가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일부가 수면 위로 노출될

수 있다. 부유체가 수면에 잠길 때, 수선 면적을 줄여

수직 운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둥(Pillar)이 있고, 그

위에 위치하는 것이 데크이다. 데크 위에는 컨테이너

를 신속하게 양현으로 하역하는 양현 하역 크레인이

있다. 컨테이너선이 평행하게 있는 부유체 사이로 접

안하게 되는데 이 때 컨테이너선 하중의 일부를 지지

하는 컨테이너선 지지부, 컨테이너선의 측면을 보호

하고 상대운동을 줄이기 위한 펜더 시스템이 있다. 그

리고 운송유닛의 하중을 지지하고 운송유닛과의 상대

적인 운동을 줄이는 운송유닛 지지부가 있다. 반잠수

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와 이를 이루는 각 요

소는 Fig.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8].

Fig. 2. 모바일하버 A형.

Fig. 3. 모바일하버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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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잠수식 모바일하버를 이용한 해상 물류 처리는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 사이에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방법으로서 컨테이너선이 접안하는 과정

과 운송유닛이 접안하는 과정,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

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컨테이너선의 접안 과정은 모바일하버의 컨테이너

선 지지부가 접안할 컨테이너선 선저보다 아래에 위

치하도록 부유체의 부력을 조절하여 하강하는 단계

와 컨테이너선이 접안한 후에 컨테이너선 하중의 일

부를 지지하도록 부력을 조절하여 상승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후 컨테이너의 선적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한다.

운송유닛 접안 과정은 운송유닛 지지부가 수면 아

래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운송유닛을 지지부의 상부로

이동시키는 단계, 운송유닛의 부력을 조절하여 운송

유닛의 선저부와 운송유닛 지지부를 접촉시키는 단계

로 이루어진다.

이상 기술된 모바일하버의 개념설계는 초기단계의

설계로, 본 연구에서는 공리설계를 이용하여 모바일

하버에 요구하는 각 기능들을 만족하는지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3. 공리설계

공리설계는 1990-2000년에 Nam P. Suh에 의해 개

발된 설계이론이다. 설계할 방향을 잡고, 설계를 수행

하고 완성하는 과정에 따라 영역을 나눌 수 있다[10-15].

Fig. 5와 같이 소비자 영역과 기능적 영역, 물리적

영역, 생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소비자 영

역에서는 소비자 요구(Customer attributes, CAs)를

정의 하고, 기능적 영역에서는 소비자 요구를 공학용

어를 이용하여 기능요구(Functional Requirements,

FRs)로 정의한다. 그리고 물리적 영역에서는 기능요

구를 만족시키는 설계 파라미터(Design Parameters,

DPs)를 정의한다. 이러한 설계 과정에서의 공통적인

Fig. 4.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

Fig. 5. 공리설계의 영역과 영역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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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설계공리라고 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대표적인 설계공리가 있다.

제 1공리: 독립공리. 기능요구의 독립성을 유지하라.

제 2공리: 정보공리. 설계 대상의 정보량을 최소화

하라.

FR과 DP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계행렬[A]를 통

해 식 (1)로 표시할 수 있다.

 (1)

이 설계행렬 [A]가 대각 행렬일 경우 비연성

(Uncoupled) 설계라 하고 이러한 경우 독립공리를 만

족하게 된다. [A]가 삼각 행렬인 경우에는 비연성화

(Decoupled) 설계로 역시 독립공리를 만족한다. 그러

나 [A]가 대각 행렬이나 삼각 행렬이 아닌 경우는 연

성 설계(Coupled design)로 독립공리를 만족하지 못하

게 된다. 그밖에 고려할 사항으로 제한조건(Constraints,

Cs)이 있으며 설계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부분

이다. 

위의 공리설계를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념설계

에 적용하여 보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창의적인

개선안을 도출한다.

4. 반잠수식 모바일 하버의 개선 과정

4.1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소비자 요구 정의

공리설계를 이용하여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념

설계를 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 영역을 정의한다. 소

비자 영역에서의 모바일하버의 잠재적인 소비자 집단

을 찾고, 그들의 요구사항(Customer attributes, CAs)

을 충족시키도록 설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설계를 위한 사용자 영역은 대형 컨테

이너선의 선주와 화주, 선사의 요구사항으로 정의된다.

CA1. 컨테이너선이 직접 육상의 항만으로 들어오

지 않고서도 해상에서 하역할 수 있게 한다.

CA2. 하역 효율이 높아야 한다.

CA3. 컨테이너선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CA4. 최대한 안전하게 하역한다.

CA5. 생산비용 및 유지비용이 낮아야 한다.

CA6. 다양한 물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사용자 영역에 정의된 사용자 요구사항

을 만족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영역과 물

리적 영역을 정의해야 한다. 사용자 요구사항을 공학

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공학용어를 사용하여 기능

적 영역의 기능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각 기능요구사항

에 알맞은 물리적 영역의 설계 파라미터를 정의한다. 

4.2 전체 시스템의 FR-DP 정의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는 해상에서 컨테이너선과 접

안하여 일체형 운동을 하며,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접

안한 운송유닛으로의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앞서 반잠수식 모

바일하버의 설계를 위한 소비자 영역의 소비자 요구

사항에 대해 정의하였다. 소비자 요구를 만족하는 기

능적 영역의 기능요구사항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FR1. 해상에 위치한다.

FR2. 해상에서 이동한다.

FR3. 컨테이너를 선적 및 하역한다.

FR4.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게 한다.

FR5. 운송유닛이 접안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에 요구되는 가장 상위수

준의 FR이다. 각 FR에 알맞은 물리적 영역의 DP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P1. 부유체

DP2. 동력 및 추진 시스템

DP3. 크레인 시스템

DP4. 컨테이너선 접안 및 계류 시스템

DP5. 운송유닛 접안 및 계류 시스템

정의된 FR과 DP 사이의 관계를 설계행렬 [A]를

사용하여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위의 FR-DP관계를 살펴보면, 설계 행렬 [A]에서

‘X’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FR과 DP사이에 영향이 있

고, ‘0’은 서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10-15]. 위

의 설계행렬을 (3)과 같이 행렬의 성분요소를 사용하

여 나타내기도 한다.

(3)

FR{ } A[ ] DP{ }=

FR1

FR2

FR3

FR4

FR5⎩ ⎭
⎪ ⎪
⎪ ⎪
⎨ ⎬
⎪ ⎪
⎪ ⎪
⎧ ⎫ X 0 0 0 0

X X 0 0 0

0 X X 0 0

X X X X 0

X 0 0 0 X

DP1

DP2

DP3

DP4

DP5⎩ ⎭
⎪ ⎪
⎪ ⎪
⎨ ⎬
⎪ ⎪
⎪ ⎪
⎧ ⎫

=

FR1

FR2

FR3

FR4

FR5⎩ ⎭
⎪ ⎪
⎪ ⎪
⎨ ⎬
⎪ ⎪
⎪ ⎪
⎧ ⎫ A11 0 0 0 0

A21 A22 0 0 0

0 A32 A33 0 0

A41 A42 A43 A44 0

A51 0 0 0 A55

DP1

DP2

DP3

DP4

DP5⎩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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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행렬의 각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부유체가 동

력및 추진 시스템과 계류기능에 영향을 준다. 컨테이

너선은 컨테이너선의 상층부가 크레인 시스템과 접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류가 이루어지게 된다. 

4.3 세부 시스템의 FR-DP 정의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와 같은 해양시스템의 설계는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위와 같이 1차 수준의 FR-DP관

계 만으로는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가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다는 판단이 어

렵다. 따라서 Fig. 6의 지그재깅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상위수준의 각 FR, DP를 분해하여 하위수준까지 전

개한다. 지그재깅 프로세스는 기능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을 오가며 하위수준의 FR-DP의 관계를 설정해가

는 과정이다. DP는 동일한 수준의 FR에 따라 정의

되고, 하위수준의 FR은 바로 상위수준의 DP에 의해

정의된다[10-15]. 앞서 정의된 가장 상위수준의 FR과DP

를 보다 하위수준의 FR과 DP로 전개 시켜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세부 시스템을 설계한다.

4.3.1 FR1에 대한 분해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를 가장 포괄적인 입장에서 정

의한 상위수준의 FR과 DP를 하위수준으로 전개 하는

데, 먼저, FR1을 하위수준으로 분해해본다.

FR1. 해상에 위치한다.

 FR1.1 추진한다.

 FR1.2 안정시키다.

 FR1.3 동력을 발생하다.

 FR1.4 잠수 높이를 조절한다.

 FR1.5 빠르게 잠수높이를 조절한다.

이에 따른 DP 및 설계행렬 (4)는 다음과 같다.

DP1. 부유체

 DP1.1 프로펠러

 DP1.2 안정화 시스템

 DP1.3 엔진

 DP1.4 밸러스트 탱크

 DP1.5 밸러스트 펌프

 (4)

밸러스트 탱크의 수위는 모바일하버의 질량관성

을 증가시키면서 모바일하버의 떠오르는 힘으로 컨

테이너선의 중량의 일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최적

화한다. 

DP1.2에 대해 보다 하위수준으로 FR1.2를 분해하

고, FR1.2에 알맞은 DP를 설정한다.

FR1.2 안정시키다.

 FR1.2.1 수동적인 방법으로 횡동요 운동을 막는다.

 FR1.2.2 능동적인 방법으로 횡동요 운동을 막는다.

 FR1.2.3 상하운동을 줄인다.

DP1.2 안정화 시스템

 DP1.2.1 선체 외형

 DP1.2.2 횡동요 방지 시스템

 DP1.2.2 기둥

이 FR-DP 관계는 독립공리를 만족한다. 여기서 안

정시키는 방법에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이

있다. 선체의 외형을 안정시키는 형태로 설계함으로

써 수동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 기둥도 수동적인 방

법의 하나로 부유체가 수면에 잠길 때, 수선 면적을

줄여 수직방향 운동을 감소시킨다. 반면 횡동요 방지

시스템은 능동적인 방법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정

보공리의 측면에서 보면 능동적인 방법보다 정보량이

적은 수동적인 방법이 우선시된다.

4.3.2 FR2에 대한 분해

1차 수준에서 정의된 FR중 FR2에 대해 살펴보면,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는 컨테이너선이 접안하기 전에

추진기(Thruster)를 통한 평면상의 회전, 가로, 세로

방향움직임을 갖는다. 즉, 추진기의 Dynamic Route

Assisting 기능을 사용하여 모바일하버를 이동시킨다.

반잠수식 모바일하버는 Fig. 7과 같이 회전하여 컨테

FR1.1

FR2.2

FR3.3

FR4.4

FR5.5⎩ ⎭
⎪ ⎪
⎪ ⎪
⎨ ⎬
⎪ ⎪
⎪ ⎪
⎧ ⎫ A11 0 0 0 0

0 A22 0 0 0

0 0 A33 0 0

0 0 0 A44 0

0 0 0 0 A55

DP1.1

DP2.2

DP3.3

DP4.4

DP5.5⎩ ⎭
⎪ ⎪
⎪ ⎪
⎨ ⎬
⎪ ⎪
⎪ ⎪
⎧ ⎫

=

Fig. 6. 지그재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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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선이 접안하기 쉬운 최적의 위치에 있게 된다. 컨

테이너선의 하역작업이 끝나고 출항 할 때에도 추진

기를 통해 모바일하버와 컨테이너선이 일체가 되어

출항할 방향으로 이동한다. 모바일하버는 컨테이너선

이 출항하기 쉬운 최적의 위치에 있게 된다. 갑작스러

운 날씨 변화로 인해 강한 파도가 모바일하버의 측면

방향으로부터 올 때, 추진기를 이용하여 강한 파도가

선수나 선미에 오도록 모바일하버 부유체를 회전시킴

으로써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와 컨테이너선 사이에 발

생하는 횡동요 운동을 줄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FR2

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FR2. 해상에서 이동한다.

FR2.1 해상에서 항해한다

FR2.2 방향 전환한다

FR2.3 위치를 유지한다.

DP2. 추진 시스템

DP2.1 항해 시스템

DP2.2 방향전환 추진기(Thruster)

DP2.3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

위의 FR2와 DP2사이의 관계를 설계행렬 (5)로 나

타내면, 이는 독립공리를 만족한다.

(5)

4.3.3 FR3에 대한 분해

Fig. 4에 제시된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

설계는 양현 하역 크레인 시스템으로 반잠수식 모바

일하버의 좌측 혹은 우측 중 한쪽에서만 하역을 하는

것보다 하역효율을 2배 상승시킬 수 있다. 1차 수준의

FR중 컨테이너를 선적 및 하역하는 기능요구사항 FR3

에 대해 하위수준으로 전개한다.

FR3. 컨테이너를 선적 및 하역한다.

FR3.1 컨테이너가 이동 가능하게 한다.

FR3.2 컨테이너를 모바일하버에 임시로 저장한다.

FR3.3 해상 조건에서 적재, 하역 작업이 가능하

게 한다.

DP3. 크레인 시스템

DP3.1 컨테이너 크레인

DP3.2 컨테이너 버퍼

DP3.3 컨테이너 동적 제어 시스템

(6)

먼저 기존의 아이디어에서는 위의 설계행렬 (6)과

같이 컨테이너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컨테이너 버

퍼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송유닛이 접안해야

만 컨테이너선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있어

연성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DP를 만들어 기능요구와 설계변수의 수를 같도록 하

여 독립공리를 만족시키는 개선안 (7)을 도출하였다.

(7)

2차 수준의 FR-DP관계를 보다 하위수준으로 전개

한다.

FR3.1 컨테이너가 이동 가능하게 한다.

FR3.1.1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 내의 컨테이너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한다.

FR3.1.2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FR3.1.3 컨테이너의 무게를 충분히 견딘다.

FR3.2 컨테이너를 모바일하버에 임시로 저장한다.

FR3.2.1 임시 저장할 위치를 찾는다.

FR3.2.2 컨테이너를 재배치 한다.

FR3.3 해상 조건에서 적재, 하역 작업이 가능하게

한다.

FR2.1

FR2.2

FR2.3⎩ ⎭
⎪ ⎪
⎨ ⎬
⎪ ⎪
⎧ ⎫

A11 0 0

0 A22 0

0 0 A33

DP2.1

DP2.2

DP2.3⎩ ⎭
⎪ ⎪
⎨ ⎬
⎪ ⎪
⎧ ⎫

=

FR3.1

FR3.2

FR3.3⎩ ⎭
⎪ ⎪
⎨ ⎬
⎪ ⎪
⎧ ⎫

A11 0

A21 0

A31 A33

DP3.1

DP3.3⎩ ⎭
⎨ ⎬
⎧ ⎫

=

FR3.1

FR3.2

FR3.3⎩ ⎭
⎪ ⎪
⎨ ⎬
⎪ ⎪
⎧ ⎫

A11 0 0

0 A22 0

0 0 A33

DP3.1

DP3.2

DP3.3⎩ ⎭
⎪ ⎪
⎨ ⎬
⎪ ⎪
⎧ ⎫

=

Fig. 7.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방향전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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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3.3.1크레인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컨테이

너나 트롤리(Trolley)의 흔들림을 최소화

한다.

FR3.3.2트롤리, 컨테이너의 움직임을 최소화한다.

DP3.1 컨테이너크레인

DP3.1.1 크레인 구조체의 크기와 외형구조

DP3.1.2 크레인의 컨테이너 이송 시스템

DP3.1.3 크레인의 내부 연결 구조물, 부재사양

DP3.2 컨테이너 버퍼

DP3.2.1 버퍼 공간

DP3.2.2 재배치하는 부분

DP3.3 컨테이너 동적 제어시스템

DP3.3.1 크레인, 트롤리, 펜듈럼 사이의 동적 제

어 시스템

DP3.3.2 케이블, 윈치(Cable, Winch) 등 제어 시

스템 

(8)

이 수준에서의 설계행렬 (8)을 보면, 크레인의 구조

와 크기에 따라 컨테이너의 이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

어서 A21의 관계가 나타났다. A31은 크레인의 외형

이 무게를 견디는 데에 영향을 받는 관계를 의미한

다. 상세설계 시 크레인에 작용할 수 있는 하중의 변

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분석하고, 구조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차 수준의 FR-DP관계 중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 관계는 4차 수준 및 식 (9), (10)

으로 분해한다.

FR3.1.1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 내의 컨테이너에 충

분히 접근 가능하게 한다.

FR3.1.1.1 크레인이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의 수

직 최상위 방향의 컨테이너에도 도달

하게 한다.

FR3.1.1.2 크레인이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의 모

든 선폭 방향의 컨테이너에도 도달하

게 한다.

FR3.1.1.3 크레인이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의 선

수- 선미 방향의 컨테이너에도 도달하

게 한다.

FR3.1.2 컨테이너를 이동시킨다.

FR3.1.2.1컨테이너를 잡거나 놓을 위치를 찾는다.

FR3.1.2.2 컨테이너를 잡거나 놓는다.

FR3.1.2.3 컨테이너의 수직방향의 높이 이동 및

조절한다.

FR3.1.2.4 컨테이너의 수평이동을 조절한다.

FR3.1.2.5위치를 맞추기 위해 미세하게 이동한다.

FR3.1.2.6 해치커버(Hatch cover)를 잡는다.

FR3.1.2.7 해치커버를 놓는다.

FR3.1.3 컨테이너의 무게를 충분히 견딘다.

FR3.1.3.1 모바일하버 내부에 컨테이너가 위치할

때 컨테이너의 무게 충분히 견디도록

한다.

FR3.1.3.2 크레인의 끝에 위치할 때에도 무게 충

분히 견디도록 한다.

FR3.1.3.3 컨테이너가 이동 중일 때에도 무게를

충분히 견딘다.

DP3.1.1 크레인 구조체의 크기와 외형구조

DP3.1.1.1 크레인 구조체의 외형구조의 높이

DP3.1.1.2 크레인 구조체의 외형구조의 폭길이

DP3.1.1.3 이동하는 상부크레인 시스템

DP3.1.2 크레인의 컨테이너 이송 시스템

DP3.1.2.1 센서, 자동위치 조절 장치

DP3.1.2.2 스프레더 및 헤드블록

DP3.1.2.3 케이블, 윈치

DP3.1.2.4 트롤리

DP3.1.2.5 펜듈럼

DP3.1.2.6 후크(Hook)

DP3.1.2.7 해치커버 버퍼

DP3.1.3 크레인의 내부 연결 구조물, 부재사양

DP3.1.3.1 크레인 내부, 보조 구조물

DP3.1.3.2 상부 크레인 내부, 보조 구조물

DP3.1.3.3 트롤리와 크레인 연결 부분

(9)

=

FR3.1.1

FR3.1.2

FR3.1.3⎩ ⎭
⎪ ⎪
⎨ ⎬
⎪ ⎪
⎧ ⎫

A11 0 0

A21 A22 0

A31 0 A33

DP3.1.1

DP3.1.2

DP3.1.3⎩ ⎭
⎪ ⎪
⎨ ⎬
⎪ ⎪
⎧ ⎫

=

FR3.1.1.1

FR3.1.1.2

FR3.1.1.3⎩ ⎭
⎪ ⎪
⎨ ⎬
⎪ ⎪
⎧ ⎫

A11 0 0

0 A22 0

0 0 A33

DP3.1.1.1

DP3.1.1.2

DP3.1.1.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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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3.1.2.1

FR3.1.2.2

FR3.1.2.3

FR3.1.2.4

FR3.1.2.5

FR3.1.2.6

FR3.1.2.7⎩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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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ig. 4에 제시된 초기 개념설계는 컨테이너가 선수-

선미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있다. 컨

테이너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수-선미상에서의 이

동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이는 선수의 컨테이너를 하

역 및 선적하기 위해서 운송유닛이 항상 선수부분에

만 접안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트롤

리와 컨테이너선의 베이(Bay)간격이 정확하게 일치하

거나 혹은 트롤리와 운송유닛의 베이가 일치해야만

하역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양현 하역 크레인에 대해

만족하도록 FR-DP 설계행렬(11)과 같이 수정하였다.

FR3.1.1.3 크레인이 컨테이너선과 운송유닛의 선수-

선미 방향의 컨테이너에도 도달하게 한다.

FR3.1.1.3.1 크레인 구조물이 이동할 가이드 경로

를 제공한다.

FR3.1.1.3.2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한다.

FR3.1.1.3.3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한다.

DP3.1.1.3 이동하는 상부 크레인 시스템

DP3.1.1.3.1 가이드 레일

DP3.1.1.3.2 상부 크레인의 롤러구조물 

DP3.1.1.3.3 크레인 고정장치

 (11)

우선 선수-선미 방향으로도 컨테이너가 이동할 수

있도록 상부 크레인 모듈로 기존의 일체형이던 크레

인 시스템을 분해하여 Fig. 8과 같이 개선하였다. 하

부 크레인과 상부 크레인 모듈로 분해하여 하부 크레

인은 고정된 상태로 상부의 크레인모듈이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지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상부

크레인 모듈은 레일 및 롤러 시스템을 통해 컨테이너

선의 베이에 맞추어 선미-선수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

다. 상부 크레인 모듈 위에는 Fig. 9와 같이 트롤리가

위치하며, 선폭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4.3.4 FR4에 대한 분해

컨테이너선 접안 시스템과 관련하여 FR4에 대한 2

차 수준의 기능 기능분해 및 설계 파라미터를 전개해

본다.

FR4.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게 한다.

FR4.1 컨테이너선을 가이드한다.

FR4.2 컨테이너선을 들어올린다.

DP4. 컨테이너선 접안 및 계류 시스템

DP4.1 컨테이너선 접근 가이드 시스템

DP4.2 컨테이너선 들어올리는 시스템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때 사용한 가변식 측면 펜더

(Fender)는 회전이 가능하여 컨테이너선의 양 옆 부분

에서 맞물리면서 컨테이너선과 밀착한다. 컨테이너선

과 모바일하버의 상대운동을 줄여주어 안정된 접안을

가능하게 한다. 가변식 측면 펜더에 스프링-댐퍼가 설

치되어 있어서 모바일하버가 접안 할 때 컨테이너선

이 가변식 측면 펜더에 주는 에너지 중에서 일부는 스

프링에 저장되고 복원력으로 컨테이너선과 모바일하

버가 압착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에너

지는 댐퍼에 의하여 소산된다. 측면 펜더는 컨테이너

A11 0 0 0 0 0 0

0 A22 0 0 0 0 0

0 A32 A33 A34 0 0 0

0 A42 0 A44 0 0 0

0 0 0 0 A55 0 0

0 0 0 0 0 A66 0

0 0 0 0 0 0 A77

DP3.1.2.1

DP3.1.2.2

DP3.1.2.3

DP3.1.2.4

DP3.1.2.5

DP3.1.2.6

DP3.1.2.7⎩ ⎭
⎪ ⎪
⎪ ⎪
⎪ ⎪
⎪ ⎪
⎨ ⎬
⎪ ⎪
⎪ ⎪
⎪ ⎪
⎪ ⎪
⎧ ⎫

FR3.1.1.3.1

FR3.1.1.3.2

FR3.1.1.3.3⎩ ⎭
⎪ ⎪
⎨ ⎬
⎪ ⎪
⎧ ⎫

A11 0 0

A21 A22 0

A31 0 A33

DP3.1.1.3.1

DP3.1.1.3.2

DP3.1.1.3.3⎩ ⎭
⎪ ⎪
⎨ ⎬
⎪ ⎪
⎧ ⎫

=

Fig. 8. FR3의 개선안.

Fig. 9. 개선안의 상부 크레인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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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진입할 때 조정오차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진

입 할 수 있게 하였다.

FR4.1 컨테이너선을 가이드한다.

FR4.1.1 모바일하버의 입구에서 컨테이너선을 가

이드한다.

FR4.1.2 모바일하버의 내부에서 컨테이너선을 가

이드한다.

FR4.2 컨테이너선을 들어올린다.

FR4.2.1 컨테이너선을 구조적으로 지지하며 들어

올린다.

FR4.2.2 컨테이너선을 보호하며 상대운동을 최소

화한다.

DP4.1 컨테이너선 접근 가이드 시스템

DP4.1.1 입구 가이드 시스템

DP4.1.2 내부 가이드 시스템

DP4.2 컨테이너선을 들어올리는 시스템

DP4.2.1 컨테이너선 지지부

DP4.2.2 펜더 시스템

FR4에 대한 4차 수준까지는 모두 비연성 설계이다.

컨테이너선 접안 시스템을 공리설계를 통해 하위수준

으로 기능을 구체화하면 개선안은 Fig. 10과 같다.

FR4.1.1 입구에서 컨테이너선을 가이드한다.

FR4.1.1.1 컨테이너선이 입구로 들어올 때 쉽게

자리잡도록 한다.

FR4.1.1.2 입구로 들어올 때 충격을 완화한다.

FR4.1.1.3 컨테이너선이 입구에서 들어올 때, 조

정오차 극복하게 한다.

FR4.1.1.4 컨테이너선이 입구로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잡아준다.

FR4.1.2 모바일하버 내부에서 컨테이너선을 가이드

한다.

FR4.1.2.1 컨테이너선을 내부로 가이드할 때, 컨

테이너선의 상대운동으로 인한 충격을

막는다.

FR4.1.2.2 컨테이너선을 내부로 가이드할 때, 마

찰을 줄여 빠르게 가이드한다.

FR4.1.2.3 컨테이너선을 모바일하버 내부로 가이

드할 때, 컨테이너선과 밀착한다.

FR4.2.2 컨테이너선을 보호하며 상대운동을 최소화

한다.

FR4.2.2.1 컨테이너선을 받쳐 올리거나 내릴 때

컨테이너선과의 상대운동으로 인한 선

체의 아래쪽 충격을 막는다.

FR4.2.2.2 컨테이너선을 받쳐올리거나 내릴 때 컨

테이너선과의 상대운동으로 인한 선체

의 측면 충격을 완화한다.

FR4.2.2.3 컨테이너선과 일체화되어 뜰 때, 마찰

을 줄인다(횡동요 운동을 최소화한다.).

 FR4.2.2.4 컨테이너선과 일체화되어 뜰 때, 컨테이

너선과 밀착한다.

DP4.1.1 입구 가이드 시스템

DP4.1.1.1 데크의 내측 빔(Beam)

DP4.1.1.2 가이드 펜더

DP4.1.1.3 가이드 펜더의 롤러 시스템

DP4.1.1.4 가이드 펜더의 스프링-댐퍼 시스템 

DP4.1.2 내부 가이드 시스템

DP4.1.2.1 세로형 측면 펜더

DP4.1.2.2 세로형 측면 펜더의 회전 시스템 

DP4.1.2.3 세로형 측면 펜더의 스프링-댐퍼 시스템 

DP4.2.2 펜더 시스템

DP4.2.2.1 바닥 펜더

DP4.2.2.2 가로형 측면 펜더

DP4.2.2.3 가로형 측면 펜더의 회전 시스템

DP4.2.2.4 가로형 측면 펜더의 스프링-댐퍼 시스템

4.3.5 FR5에 대한 분해

Fig. 4에 제시된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

설계에서 운송유닛 접안 시스템을 살펴보면, 운송유

닛 지지부가 받침대 역할을 해주고 평판 옆의 보조부

유체는 부력을 발생시켜 모바일하버 본체와 함께 운

Fig. 10. FR4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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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닛을 살짝 들어 올려 운송유닛과 모바일하버가

일체형이 되게 한다. 운송유닛 지지부에는 펜더가 설

치되어 있다. 평판의 한쪽은 보조부유체에 의하여 지

지되고 나머지 한쪽은 모바일하버에 고정되어 있어

지지부가 운송유닛 중량의 일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강성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운송유닛

접안 시스템에 대한 기능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FR-DP관계 (12)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FR5. 운송유닛이 접안할 수 있게 한다.

FR5.1 운송유닛을 연결한다.

FR5.2 운송유닛과 모바일하버 사이를 보호한다.

FR5.3 해상조건이 나빠지면 계류선을 느슨하게

한다.

DP5. 운송유닛 접안 및 계류 시스템

DP5.1 운송유닛 고정 시스템

DP5.2 펜더 시스템

DP5.3 조기 경보 시스템

(12)

우선 운송유닛 접안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요

구는 위와 같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역하기 위해 운

송유닛도 모바일하버와 최대한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특히 운송유닛의 적재량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개선안에서는

Fig. 11과 같이 운송유닛이 접근할 때 로봇암과 진공

패드로 접근하고 있는 운송유닛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펜더 시스템으로 접안시 모바일하버와

운송유닛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줄이고, 하역 및 선

적 작업시 모바일하버와의 상대운동을 줄이도록 하였

다. 해상환경이 나빠지면,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미

리 인지하고 계류선을 풀어주도록 한다. 이에 대한

FR-DP 관계는 다음과 같다.

FR5.1 운송유닛에 연결한다.

FR5.1.1 다양한 용량과 크기의 운송유닛을 연결

한다.

FR5.1.2 운송유닛의 자동접안을 돕는다.

FR5.1.3 운송유닛의 상대운동을 감소한다.

FR5.2 운송유닛과 모바일하버 사이를 보호한다.

FR5.2.1 다양한 크기의 운송유닛에 맞춰 보호한다.

FR5.2.2 운송유닛 접안시 충격을 흡수한다.

DP5.1 진공 고정 시스템

DP5.1.1 진공패드, 계류선

DP5.1.2 로봇암

DP5.1.3 자동 윈치

DP5.2 펜더 시스템

DP5.2.1 길이 조절 선

DP5.2.2 가변형 펜더

4.3.6 개선안 정리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와 공리설계

를 통한 개선안을 Table 3에 비교하였다. 크게 부유

체, 크레인 시스템과 임시 저장, 컨테이너선 접안 시

스템, 운송유닛 접안시스템에 대해 비교하였다. 앞서

개선된 세부시스템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개선안은 Fig.

12와 같다. 

기본적으로 부유체의 형태와 구성은 같고, 횡동요

방지 시스템으로는 정보공리에 의해 정보량이 적은

수동적인 안정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부유체

상부에 위치하는 크레인 시스템이 초기 개념설계에서

는 일체형으로 고정된 크레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

나, 이는 양현하역 크레인의 이점을 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고정된 형태의 크레인은 선수-선미 방향으로

의 움직임을 제한함으로써 컨테이너선의 베이 간격과

크레인의 베이 간격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컨테이너의

하역 및 선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개

선안에는 일체형이었던 크레인을 고정된 기본구조물

과 이동구조물로 분리하였다. 하부 크레인 구조물은

고정하여 상부 크레인 모듈이 이동할 때에 이를 지지

하고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초기 개념설계에서는 컨테이너를 임시로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았다. 공리설계의 기능요

FR5.1

FR5.2

FR5.3⎩ ⎭
⎪ ⎪
⎨ ⎬
⎪ ⎪
⎧ ⎫

A11 0 0

A21 A22 0

A31 0 A33

DP5.1

DP5.2

DP5.3⎩ ⎭
⎪ ⎪
⎨ ⎬
⎪ ⎪
⎧ ⎫

=

Fig. 11. FR5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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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항을 정의해 가면서 컨테이너를 임시로 저장하

는 기능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개선

안에서는 이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파라미터

로 컨테이너 임시 저장 버퍼를 제안하였고, 버퍼에서

의 컨테이너를 재배치하는 기능도 고려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지그재깅 과정을 통해 하위수준으로 FR-DP를 분해

해 가면서 컨테이너 접안시스템의 펜더 시스템을 구

체화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기존의 초기 개념설계에서는 운송유닛과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접안을 위해 운송유닛 지지부, 보조 부

유체, 지지부 상의 펜더로 구성된 접안 시스템을 사용

하였다. 운송유닛이 접안하는 과정의 기능요구를 분

해하고, 이를 보다 만족시키는 다른 대체방안을 개선

안에 적용하였다. 다양한 운송유닛의 적재량을 고려

하여 운송유닛의 가변성을 포함할 수 있는 로봇암과

진공패드, 가변형 펜더로 접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5. 결 론

공리설계에 의해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념설계

가 이루어졌으며,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초기 개념설

계를 개선하였다. 기능요구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연

성설계였던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기존의 무작위로 아

이디어를 생산해내는 방법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으

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초기 개념설계와 개선안 비교

초기 개념 설계 개선안

부유체 횡동요 방지시스템 수동적인 안정화방법고려

크레인 시스템 일체형 고정 크레인
기본구조물(하부 크레인)과 이동구조물(상부 크레인 모듈)
로 분리된 크레인
컨테이너 동적 제어 시스템

컨테이너 임시저장 - 컨테이너 임시 저장 버퍼와 재배치 고려

컨테이너선 접안시스템 펜더 시스템 각 기능별 펜더시스템의 구체화

운송유닛 접안시스템
운송유닛 지지부와 지지부 가장 
자리에 위치한 보조 부유체, 지
지부 상의 바닥 펜더로 구성

운송유닛 접안시 해상조건 고려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송유닛의 다양한 적재량을 고려한 로봇암과 진공패드 
접안 시스템, 가변형 펜더로 구성

Fig. 12.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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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잠수식 모바일하버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

의 경우 물리적 통합의 예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하

나의 통합된 DP가 복수의 FR을 만족하는 연성관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복수의 DP가 복수의 FR을

만족하면서 물리적으로 한 개의 요소로 통합되어 보

일 뿐이다. 이러한 경우 복잡성이 감소하게 되며, 공

리설계에서도 추천하는 사항이다.

모바일하버의 개념설계를 개선한 것과 같이 해양

시스템은 매우 거대하고 복잡한 설계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하는 데에 있어 좋

은 설계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계 공리들

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면, 복잡한 기능을 보다 구체적

으로 분해하여 설계할 수 있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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