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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활어상태의 넙치를 크기별로 분류하기 위

한 자동선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였다. 
양식과정에서는 치어상태부터 출하단계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선별작업이 수행된다. 넙치는 어체 특성상, 
기존의 두께를 기준으로 크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선별작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비전기

반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체 길이를 크기 선별기준

으로 하는 자동선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중량

기반 계측시스템 및 선별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충분

히 해결할 수 있음을 성능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향후 

투입방법에 대한 보다 지능적인 기법 및 기술개발이 수

행된다면 작업효율성 개선 및 실질적인 완전 자동화 수

준의 선별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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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ue value 
[mm]

Measured value
[mm]

Error
[mm]

⓵ 280 276.75 3.25

⓶ 285 287.58 2.58

⓷ 295 299.11 4.11

⓸ 154 154.33 0.33

⓹ 140 138.54 1.46

⓺ 145 144.62 0.38

Table 4. Measured and true lengths of fi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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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ystem modeling and dynamic analysis of crane are conducted. Especially, among many different kin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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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에 설치된 해상용 크레인으로 작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크레인 운동 및 부하(payload)의 

운동특성 해석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상크레인은 선박의 

갑판에 설치하여  화물 또는 부하를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상상태에 따라 작업안정성 

및 효율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동적위치유지시스템(dynamic positioning system, DPS)

을 사용하여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강한 바람이나 파도의 영향에

도 불구하고 서지(surge), 스웨이(sway), 요우(yaw) 방향

의 동적 특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박의 롤링, 피칭, 히빙 운동을 감쇠시키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레인은 선박의 운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박 동요 등으로 크레인 팁(crane 
tip)은 회전 및 상하운동을 하게 되며, 이것은 부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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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철ㆍ김태완ㆍ이동훈ㆍ김영복

용 와이어의 장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중운동체의 진수, 해양건

설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을 수중으로 투하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선박운동이 크레인 운전의 안정성과 작업효율

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진수작

업 과정에서 수중운동체의 투하 전과 투하 후 수중으로 

잠수된 상태에서의 운동특성은 잠수정에 작용하는 유체

력 특성변화로 확연히 다르다. 수중에서는 운동체에 대

한 속도와 가속도 함수로 표현되는 유체력이 외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체운동은 부하변동을 가중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된다. 
결국 선박동요 등으로 인해 해상크레인의 작업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히브보상(heave compensation)기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70년(Southerland, 1970)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현재까지도 다양

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oodacre et al., 
2015). 히브보상기법은 크게 수동히브보상(passive heave 
compensation), 능동히브보상(active heave compensation), 
반-능동히브보상(semi-active heave compens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동히브보상기법의 경우, Bosch Rexroth, OceanWorks

사에서 이미 상용화 기술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유압실린더, 가스 챔버, 축압기 등으로 구성되

며, 구동전원없이  공유압 축압기로 파도에너지를 변환한 

에너지로 히브보상을 수행한다(Wu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예로는 유압히브보상기의 강성과 감쇠 매개변수를 최

적화하여, 와이어의 장력 변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안

되기도 하였다(Driscoll et al., 2007; Frederick et al., 2002).
그러나 능동히브보상기법은 윈치나 크레인 붐을 적절

히 조절하여 부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hansen et al. (2003), Sagatun 
et al. (2002) 등은 부하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고를 계측하여 부하와 수면과의 상대속도를 최소

화시키는 조파 동기화(wave synchronization)기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히브보상시스템과 결합하여 시추선 축소

모형으로 제어성능을 검증하였다.
Küchler et al. (2011), Kuchler and Sawodny (2010), 

Neupert et al. (2008) 등은 히브보상시스템의 제어성능 

향상을 위해 관성계측센서(IMU) 계측값과 관측기를 이

용하여 히브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Do and Pan (2008)은 히브보상을 위해 하역장비의 

유압실린더에 작용하는 외력과 히브 가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외란 관측기법을 제안하였다.  
반능동히브보상기법은 위 두 가지 기법의 장점을 결

합한 것으로, 유압실린더 두 기를 사용하는데, 그 중 하

나는 변위를 제어하여 부하의 상하위치를 조절하고, 다
른 하나는 축압기와 연결하여 수동히브보상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반능동히브보상기법은 적은 에

너지로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비 규모가 커지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Quan et al., 2016). 
기존 연구결과는 크레인 및 부하운동을 적절히 제어

하여 작업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
본적으로는 윈치조작을 통해 바람직한 부하운동을 제어

하는 것으로, 선박 동특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정교한 

표현을 기반으로 한 제어기법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운동을 크레인 운전에 방

해가 되는 외란 정도로 다루지 않고, 시스템 모델에 적극

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부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

게 표현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제어기 설계과정에 선

박운동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결과적으로는 제어시스템

의 제어성능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크레인 및 선박운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하

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관성좌표계에서 표현하였다. 
그리고 라그랑주 방정식(lagrange's equation)을 이용하

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운동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비선형 특성을 포함한 비선형미분방정식이

며, 제어기 설계 및 평가를 위해 선형모델도 구하였다. 

Fig. 1. Motions notation of marine vessel in 6 D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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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와이어의 장력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수중운동체의 진수, 해양건

설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을 수중으로 투하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선박운동이 크레인 운전의 안정성과 작업효율

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진수작

업 과정에서 수중운동체의 투하 전과 투하 후 수중으로 

잠수된 상태에서의 운동특성은 잠수정에 작용하는 유체

력 특성변화로 확연히 다르다. 수중에서는 운동체에 대

한 속도와 가속도 함수로 표현되는 유체력이 외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선체운동은 부하변동을 가중시키는 역

할을 하게 된다. 
결국 선박동요 등으로 인해 해상크레인의 작업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히브보상(heave compensation)기법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970년(Southerland, 1970)에 처음 도입

되었으며,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으로 현재까지도 다양

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oodacre et al., 
2015). 히브보상기법은 크게 수동히브보상(passive heave 
compensation), 능동히브보상(active heave compensation), 
반-능동히브보상(semi-active heave compens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동히브보상기법의 경우, Bosch Rexroth, OceanWorks

사에서 이미 상용화 기술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제품은 유압실린더, 가스 챔버, 축압기 등으로 구성되

며, 구동전원없이  공유압 축압기로 파도에너지를 변환한 

에너지로 히브보상을 수행한다(Wu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예로는 유압히브보상기의 강성과 감쇠 매개변수를 최

적화하여, 와이어의 장력 변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안

되기도 하였다(Driscoll et al., 2007; Frederick et al., 2002).
그러나 능동히브보상기법은 윈치나 크레인 붐을 적절

히 조절하여 부하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ohansen et al. (2003), Sagatun 
et al. (2002) 등은 부하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파고를 계측하여 부하와 수면과의 상대속도를 최소

화시키는 조파 동기화(wave synchronization)기법을 제안

하였다. 그리고 히브보상시스템과 결합하여 시추선 축소

모형으로 제어성능을 검증하였다.
Küchler et al. (2011), Kuchler and Sawodny (2010), 

Neupert et al. (2008) 등은 히브보상시스템의 제어성능 

향상을 위해 관성계측센서(IMU) 계측값과 관측기를 이

용하여 히브변위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Do and Pan (2008)은 히브보상을 위해 하역장비의 

유압실린더에 작용하는 외력과 히브 가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외란 관측기법을 제안하였다.  
반능동히브보상기법은 위 두 가지 기법의 장점을 결

합한 것으로, 유압실린더 두 기를 사용하는데, 그 중 하

나는 변위를 제어하여 부하의 상하위치를 조절하고, 다
른 하나는 축압기와 연결하여 수동히브보상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반능동히브보상기법은 적은 에

너지로 높은 성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비 규모가 커지

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Quan et al., 2016). 
기존 연구결과는 크레인 및 부하운동을 적절히 제어

하여 작업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
본적으로는 윈치조작을 통해 바람직한 부하운동을 제어

하는 것으로, 선박 동특성을 포함한 복합적이고 정교한 

표현을 기반으로 한 제어기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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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크레인 및 선박운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부하

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관성좌표계에서 표현하였다. 
그리고 라그랑주 방정식(lagrange's equation)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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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어기 설계 및 평가를 위해 선형모델도 구하였다. 

Fig. 1. Motions notation of marine vessel in 6 DOF.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과의 응답특

성을 비교분석하였고, 선형제어이론에 기반 한 제어시스

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선형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였다. 

시험 및 방법

시스템모델링

우선 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가

정을 둔다.
1) 해상크레인 와이어의 끝단에 매달린 부하는 질점

으로 간주한다.
2) 와이어의 질량은 부하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무시

할 수 있다.
3) 선박의 질량 및 관성은 부하의 질량 및 관성에 비해 

매우 크다.
특히 가정 2)는 와이어가 크레인 팁으로부터 부하까

지 변형없이 직선으로 연결되어있고, 부력, 유체력 등 

외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Ngo et al., 
2019).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해상작업

용 크레인을 대상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은 

N-좌표계(North-East-Down: NED,    )로 표

현되는 해수면 위에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체고정좌표계(   )의 원점이 선박의 무게중

심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서지방향을 , 스웨이 

방향을 , 그리고  평면에 대한 수직방향을 축

으로 한다. 선박이 일정한 위치에서 롤링, 피칭, 히빙 

운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피칭운동은 롤링운동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Kim et al., 2009) 선박 및 

화물이   평면에서 롤링() 및 히빙( ) 운동

을 하는 것으로 고려한다.

기구학 해석

본 연구에서의 운동해석대상인 해상크레인시스템을 

Fig. 2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회전운동은 시계방향을 양

의방향 운동으로 설정한다. 먼저 Fig. 2에서 각 파라미터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와이어의 탄성계수

 : 윈치부터 부하까지연결된 와이어의 길이

 : 윈치에서 감기거나 풀리는 와이어의 길이

 : 부하의 질량

 : 크레인 팁 중심선으로부터 부하 무게중심이 이루

는 각도

 : 와이어의 인장길이

그리고 선박에 고정된 크레인의 지지점(base)은 선박

고정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r ∈× 위치에 있으

며, 지지점에 대한 크레인 팁의 위치는 r ∈× 로 

나타낸다. 따라서 선박고정좌표계의 원점에서 크레인 

팁까지의 벡터 r ∈×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r  r  r                    (1)

여기서, r    
 

 
이다. 선박고정좌표계에서 

정의된 대상시스템의 상태를 N-좌표계에서 표현하기 

위하여 두 좌표계의 관계가 정의되어야 한다. 선박이 

축에 대해 만큼 회전, 즉 롤링 운동을 할 때의 회전

행렬 R ∈×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cos  sin 
 sin  cos

            (2)

식 (2)를 이용하여 식(1)을 N-좌표계에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r  Rr                             (3)

여기서, r    
 

 ∈× 이다. 따라서 N-좌

표계에서 정의되는 크레인 팁의 위치벡터 p ∈× 

는 점 에서 까지의 벡터 r∈× 와 식 (10)의 

합으로 정의된다.Fig. 2. Schematic drawing of control targ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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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r
 r Rr

                   (4)

선박이 수면위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운동한다고 하

여 r ≈ 으로 가정하면 크레인 팁의 속도벡터 

p ∈×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  Rv                             (5)

v  v   × r
 v   r

                     (6)

여기서, v   ∈× 는 각각 선박고정좌표계에서 정

의되는 크레인 팁과 점 의 선속도를 나타낸다. a는 

벡터곱 연산자이며 임의벡터 a    
에 대한 표

현은 다음과 같다. 

a 










   
   
   

                       (7)

2차원 평면에서 에 대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선박의 

각속도는 와 동일하므로 각속도벡터  
 ∈×   및 

각가속도벡터 
 ∈× 는 다음과 같다.

 
     

                            (8)

 
     

                        (9)

N-좌표계에서 크레인 팁에 대한 부하위치벡터를 

r      sin   cos 으로 정의

할 때, 동일 좌표계에서 부하위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p  r















   
  

  

  
  

   

                                  (10)  

 여기서, 와 는 각각 cos과 sin함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N-좌표계에서 정의되는 위치벡터를 도출

하였으며, 속도벡터는 식 (4)~식 (6)과 같은 과정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  Rv                            (11)

  v   v   × r
 v   r

                  (12)

동적 특성 표현

식 (10)~식 (12)와 라그랑주 방정식을 통해 해상용 크

레인시스템의 동역학 모델을 도출한다. 먼저 크레인 팁

과 부하의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p 

T
p  p  

T
p      (13)

여기서, 는 크레인 팁에서의 등가질량, 는 와

이어 끝단에 매달린 부하의 질량이다.
그리고 위치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p p       (14)

일반화된 좌표 q    T∈× 로 정의할 때, 식 

(13) 및 식 (14)로부터, 다음의 라그랑주 방정식을 이용

하면 대상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15)

여기서, 는 에 대응하는 외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sin 
  

 cos 
   (16)

   sin    cos
  

 sin 
   (17)

와 는 부하에 작용하는 부력과 유체력을 나타내며, 
각 힘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는 부하의 속도 및 가속

도에 대한 함수이며, 지지점이 운동하는 진자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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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에 대응하는 외력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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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cos
  

 sin 
   (17)

와 는 부하에 작용하는 부력과 유체력을 나타내며, 
각 힘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는 부하의 속도 및 가속

도에 대한 함수이며, 지지점이 운동하는 진자시스템으

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는 부하의 축, 축 위치

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즉, 식 (13)~식 (17)을 이용하여  에 대한 운동방정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cos
 cos   sin  


 cos  sin  





 cos   
                                   (18)

      
 sin  sin 
   sin  sin  
 

 cos  cos 
 

 sin   sin  
 




 cos  cos 
 






                                  (19)

유체력 특성 표현

수중에서의 부하운동특성은 공기중과 달리 유체동력

학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부하는 완전히 잠겨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부력과 유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essineo et al., 2008; Messineo and 
Serrani, 2009).

                                 (20)

         

                                   (21)

여기서, 는 해수 밀도, 는 중력가속도, 는 부하의 

부피, 는 부하의 부가질량, 는 점성계수, 는 

부하의 공칭단면적, 는 선형저항계수를 나타낸다. 식 

(21)의 우항은 각각 Froude-Krylov 힘, 부가질량에 의한 

유체력을 나타내며, 나머지 두 항은 부하에 작용하는 

점성과 항력을 나타낸다.

선형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중운동체의 진수, 해양건설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을 수중으로 투하하는 작업 등을 고

려하고 있다. 부하를 목표지점 근처로 이동시킨 이후

에는 윈치를 미세하게 조작하여 부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때 윈치 미세조작을 통해 감기고 

풀리는 와이어 길이는 윈치에서 부하까지 연결되는 

와이어 전체길이에 비해 미소하므로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                             (22)

여기서, 는 목표지점에서의 와이어 길이를 나타낸다. 
파라미터 와 의 값이 매우 작다면, sin ≈ , 
sin ≈, cos  cos≈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비선형 특성을 포함한 운동방정식 

식 (18) 및 식 (19)는 다음과 같이 선형운동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23)

  
 



    
 

          

                                        (24)  

Fig. 3. Force diagram for a payload in fl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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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모델 식 (24)에는 와이어 인장을 나타내는 파라

미터 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부하의 횡운동은 

상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 독립이다. 따라서 

파라미터 를 제어파라미터로 하여 이것을 제어함으로

써 상태 를 안정화시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하를 수중의 목표지점에 이동시키는 작업을 

고려한다면, 상태 를 제어파라미터로 고려하지 않고 

식 (23)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상태 의 운동특성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비선형 및 선형 동적모

델에 대해 상태 의 운동특성을 비교해석하고, 상태 

에 작용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과 및 고찰

시뮬레이션

비선형 동적모델과 이것을 선형화한 선형동적모델에 

대한 운동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선
형제어이론에 기반하여 제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선

형모델이 주어져야 하나, 모든 물리시스템이 비선형특

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형모델과 그 이전

의 비선형모델과의 운동특성이 유사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되어야 하는 주파수 영역에 대해 응답특성을 비교

하여 선형화된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우선 크레인이 설치된 선박은 6천톤급 작업지원선박

(Sørensen 2013)으로, Fig. 4와 Fig. 5는입사파 각도 및 

파주파수에 따른 롤링과 히빙운동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 (Fossen, 2011) 분석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각 운동의 공진주파수는 약 0.6 [rad/s]와 0.9 
[rad/s]이며, 파도가 선체방향으로 90 [deg]로 진행할 때 

선박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사파 각도와 파주파수 뿐만 아니라 파고의 크기가 

미치는 영향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통상적으로 해상작업

이 가능한 최대파고를 하역한계파고라 하며, 해상작업 종

류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최대파고가 다르게 정의되지만 

통상적으로 하역작업이 가능한 최대파고는 대형선인 경

Fig. 5. Heave motion RAO of supply vessel.

Parameter Value Unit
Wave encounter angle 90 deg

Wave peak frequency for time response 0.6 rad/s

Wave height 
amplitude

case.2 1
mcase.3 3

case.4 5
Roll amplitude for frequency response 0.087 rad

Roll frequency range for frequency 
response 0.001~1.8 rad/s

Nominal wire rope  length:  1,000 m
Elastic stiffness of wire rope:  10,000 kN/m

Payload mass:  20,000 kg

Crane tip position: ptipn [0 20 -20]T m

Table. 1. Parameters of simulation.

Fig. 4. Roll motion RAO of supply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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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수에 따른 롤링과 히빙운동 RAO (response 
amplitude operator) (Fossen, 2011) 분석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각 운동의 공진주파수는 약 0.6 [rad/s]와 0.9 
[rad/s]이며, 파도가 선체방향으로 90 [deg]로 진행할 때 

선박이 받는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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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 최대파고를 하역한계파고라 하며, 해상작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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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stiffness of wire rope:  10,000 kN/m

Payload mass:  20,0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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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simulation.

Fig. 4. Roll motion RAO of supply vessel.

우 3~1.5 [m], 소형선인 경우 1.5~0.5 [m]로 정해져 있다.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운동특성 해석을 위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운동특성 해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파 최고주파수(wave peak frequency)가 일정하

다고 가정할 때, 세 가지 파고(1,3,5 [m])에 대한 부하운

동을 시간응답으로 구하고 해석하였다. 여기서 파 최고

주파수는 극한 해상 환경을 모의하기 위해 작업지원선

박의 롤링 motion RAO에서 공진주파수값을 선택하였

다. 두 번째는 해상크레인 두 모델간의 운동특성비교해

석을 위하여 chirp형 롤링과 일정한 주기 및 진폭을 갖는 

사인파형 히빙에 대해 부하운동을 주파수응답으로 표현

하고 운동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파랑외란은 JONSWAP 스펙트럼

(Fossen, 2011)을 이용하였으며, 파랑외란에 대한 선박

운동은 motion RAO를 통해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각 물리파라미터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이
때 와이어 길이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Fig. 6~Fig. 8은 파 최고주파수가 일정할 때, 세 가지 

파고에 의한 수중 부하의 운동상태를 각각 나타내고 있

다. 여기서 파랑외란에 의한 선박의 롤링 및 히빙운동은 

motion RAO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래프의 x축은 

N-좌표계에서 부하의 축 위치를, y축은 축 위치를 

의미한다. 같은 조건에서, 상태 와 에 대하여 비선형

모델과 선형모델간의 운동특성 오차를 Fig. 9 및 Fig. 
10에 나타내었다. 파고가 증가함에 따라 롤링 및 히빙 

운동 크기 역시 증가하므로 부하의 축 및 축 운동

도 당연히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파고가 1 [m]인 경우에

는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 응답특성이 유사하나, 파고

가 5 [m]인 경우에는 그 차이가 커졌다. 
Fig. 11~Fig. 13은 대상선박이 chirp형 롤링운동을 하

Fig. 6.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payload motion
(wave height: 1 m).

Fig. 7.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payload motion
(wave height: 3 m).

Fig. 8. Simulation result comparison of payload motion
(wave height: 5 m).

Fig. 9. Error of   between Nonlinear and linearized model. Fig. 10. Error of   between Nonlinear and linear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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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히빙운동을 한다고 할 때의 

부하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즉, 파고가 1 [m], 3 [m], 
5 [m]로 각각 일정하다고 할 때 파 주파수변화에 대한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부하운동은 고속 푸리

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서 (a)는 상태  , (b)는 

상태 의 운동을 나타낸다. Fig. 11~Fig. 13에서 상태 

의 운동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비선형모델과 선형

모델간의 운동특성 차이가 커지나, 상태 의 운동특

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7267 [rad/s]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공진현상은 와이

어 축강성과 부가질량을 포함한 부하에 의한 것으로, 
비선형모델 및 선형모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여

기서,      이다. 
시뮬레이션결과로부터, 상태 에 비해 의 운동특성

에서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간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하였다. 축 운동은 상태 와 로 표현되고, 상태 는 

선박의 롤링운동 로부터 야기된다. 즉, 비선형특성은 

롤링운동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Fig. 11.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1 [m].

Fig. 12.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3 [m].

Fig.  13.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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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정한 주기와 진폭으로 히빙운동을 한다고 할 때의 

부하운동을 나타내고 있다. 즉, 파고가 1 [m], 3 [m], 
5 [m]로 각각 일정하다고 할 때 파 주파수변화에 대한 

응답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부하운동은 고속 푸리

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그림에서 (a)는 상태  , (b)는 

상태 의 운동을 나타낸다. Fig. 11~Fig. 13에서 상태 

의 운동은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비선형모델과 선형

모델간의 운동특성 차이가 커지나, 상태 의 운동특

성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7267 [rad/s]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공진현상은 와이

어 축강성과 부가질량을 포함한 부하에 의한 것으로, 
비선형모델 및 선형모델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여

기서,      이다. 
시뮬레이션결과로부터, 상태 에 비해 의 운동특성

에서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간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

하였다. 축 운동은 상태 와 로 표현되고, 상태 는 

선박의 롤링운동 로부터 야기된다. 즉, 비선형특성은 

롤링운동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Fig. 11.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1 [m].

Fig. 12.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3 [m].

Fig.  13. Frequency response of payload with wave height 5 [m].

특성은 Fig. 6~Fig. 8로부터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해상크레인의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의 

운동특성 차이는 상태 와 가 포함된 비선형항들이 

선형화 과정에서 제거되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박

이 극심한 해상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두 모델간의 운

동특성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태 와 축 방향의 수직운동에서는 두 모델간의 차

이가 거의 없었다. 만약 축에 대한 부하의 히브보상 

및 경로추정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식 (23)으로 표현된 

선형모델만으로도 제어시스템을 설계하여도 전혀 문제

가 없다. 그러나 부하의 축 운동, 즉 횡운동을 억제해

야 하는 경우에는 상태  ,  가 모두 반영된 시스템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며, 비선형제어이론 등의 도입을 

통해 제어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제어성

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에 설치된 해상용 크레인의 모델

링과 운동특성해석을 수행하였다. 파도 외란에 대한 선

박의 롤링 및 히빙운동 특성을 시스템 모델에 표현하는 

것도 고려하였다. 
수중운동체의 진수, 해양건설작업과정에서 구조물을 

수중으로 투하하는 작업을 고려하여 크레인으로 이동되

는 부하에 작용하는 유체력도 반영하였다. 도출된 시스

템 운동방정식은 매우 복잡한 비선형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시스템은 비선형특성이 반드시 포함되나, 선
형제어이론에 기반하여 제어계를 설계할 경우에는 선형

모델이 요구된다. 그러나 과도한 선형화는 물리시스템 

본래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변형된 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박운동, 크레인 

및 부하운동이 통합적으로 표현된 비선형모델과 선형모

델과의 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3가지 파고 및 주파수 

특성이 다른 파도 외란에 대한 응답특성을 분석하였다. 
비선형모델과 선형모델의 운동특성 차이는 파도 외란의 

크기가 클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상태 

에 비해 의 운동특성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위 결과

는 부하의 히브보상 및 경로추정과 같은 1차원 공간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 선형모델을 적용할 수 있

으나, 부하의 횡운동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2차원 공간

에서 표현되는 문제인 경우 상태  , 가 연성으로 표현

된 비선형 시스템 모델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결론

적으로 제어목적에 따라 어떠한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References 

Do KD and Pan J. 2008. Nonlinear control of an active heave 
compensation system. Ocean Engineering 35, 558-571. 
https://doi.org/10.1016/j.oceaneng.2007.11.005.

Driscoll FR, Lueck RG, and Nahon M.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lumped-mass dynamics model of a 
deep-sea ROV system. Applied Ocean Research 22, 
169-82. https://doi.org/10.1109/OCEANS.2000.881753.

Driscoll FR, Buckham B, and Nahon M. 2007. Numerical optimization 
of a cage-mounted passive heave compensation system. In 
OCEANS 2000 MTS/IEEE Conference and Exhibition. 
Conference Proceedings. IEEE. 1121-1127. https://doi.org/10.1109/ 
OCEANS.2000.881753.

Driscoll FR, Nahon M, and Lueck RG. 2002. A Comparison 
of ship-mounted and cage-mounted passive heave 
compensation systems. Journal of Offshore Mechanics and 
Arctic Engineering 122, 214.10.1115/1.1287167. https://doi.org/ 
10.1115/1.1287167.

Fossen TI. 2011. Handbook of marine craft hydrodynamics and 
motion control handbook of marine craft hydrodynamics 
and motion control. Chichester, UK: John Wiley & Sons, 
Ltd. https://doi.org/10.1002/9781119994138.

Johansen TA, Fossen TI, Sagatun SI, and Nielsen FG. 2003. 
Wave synchronizing crane control during water entry in 
offshore moonpool operations-experimental results. IEEE 
Journal of Oceanic Engineering 28, 720-728. https://doi.org/ 
10.1109/JOE.2003.819155.

Kim J, Kim J, and Lee J. 2012. Analysis on offshore working 
time of demonstration offshore wind farm in the southern 
part of west sea. Journal of Wind Energy 3, 19-26.

Kim YB, Kim MH, and Kim YY. 2009. Dynamic analysis 
of floating bodies considering multi-body interaction 
effect.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6, 659-666. https://doi.org/10.3744/SNAK.2009. 
46.6.659.

Küchler S, Mahl T, Neupert J, Schneider K and Sawodny O. 
2011. Active control for an offshore crane using prediction 
of the vessel’s motion. IEEE/ASME Transactions on 



70 |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and Ocean Technology

■ 박환철ㆍ김태완ㆍ이동훈ㆍ김영복

Mechatronics 16, 297-309. https://doi.org/10.1109/TMECH. 
2010.2041933.

Kuchler S and Sawodny O. 2010. Nonlinear control of an 
active heave compensation system with time-delay. In 
201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pplications, IEEE, 1313-1318. https://doi.org/10.1109/ 
CCA.2010.5611119.

Kwak MS and Moon YH. 2014. A study on estimation of 
allowable wave height for loading and unloading of the 
ship considering ship mo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34, 873-83.

Messineo S, Celani F, and Egeland O. 2008. Crane feedback 
control in offshore moonpool operations. Control 
Engineering Practice 16, 356-64.

Messineo S and Serrani A. 2009. Offshore crane control based 
on adaptive external models. Automatica. 45, 2546-2556. 
https://doi.org/10.1016/j.automatica.2009.07.032.

Neupert J, Mahl T, Haessig B, Sawodny O, Schneider K. 2008. 
A heave compensation approach for offshore cranes. In 
2008 American Control Conference, IEEE, 538-543. 
https://doi.org/10.1109/ACC.2008.4586547.

Ngo QH, Nguyen NP, Nguyen CN, Tran TH, Bui VH. 2019. 
Payload pendulation and position control systems for an 
offshore container crane with adaptive gain sliding mode 
control. Asian Journal of Control. (August 2017). 1-10. 
https://doi.org/10.1002/asjc.2124.

Quan W, Liu Y, Zhang Z, Li X, Liu C. 2016. Scale model 
test of a semi-active heave compensation system for 

deep-sea tethered ROVs. Ocean Engineering 126, 
353-363. https://doi.org/10.1016/j.oceaneng.2016.09.024.

Sagatun SI, Johansen TA, Fossen TI, and Nielsen FG. 2002. 
Wave synchronizing crane control during water entry in 
offshore moonpool operations.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pplications. IEEE. 
174-179. https://doi.org/10.1109/CCA.2002.1040181.

Sørensen AJ. 2013. NTNU marine control systems propulsion 
and motion control of ships and ocean structures. Report, 
NTNU, 50-52.

Southerland A. 1970. Mechanical systems for ocean 
engineering. Naval Engineers Journal 82, 63-74. 
https://doi.org/10.1111/j.1559-3584.1970.tb04361.x.

Woodacre JK, Bauer RJ, and Irani RA. 2015. A review of 
vertical motion heave compensation systems. Ocean 
Engineering 104, 140-154. https://doi.org/10.1016/j.oceaneng.  
2015.05.004.

Wu J, Ji Y, Chen H, Li W, Zhang R, Jiang D. 2018. 
Development and classification of heave compensation 
technology. In Proceedings of the 2018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ufacturing Science and Engineering. 
Atlantis Press, 427-433. https://doi.org/10.2991/icmse-18. 
2018.82.

2020. 01. 14 Received
2020. 02. 17 Revised
2020. 02. 21 Accep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