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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기술 개요
발명의 명칭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등록일

2015년04월01일

등록번호

10-1511360

출원일

2013년10월15일

출원번호

10-2013-0122353

발명자

이권희 外 1명

분류

B63B 21/50, B63B 35/44

출원인
요약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에 관한 것임
청구항 1
심해의 끝단 매니폴드(14; PLEM)와 연결되어 육상 또는 생산 플랫폼의 유체를 탱커로 선적거나 하역하기
위한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에 있어서, 해저면에 고정되는 계류 유니트(24)에 의해 정박 위치가 정해져
해면상에 부유되도록 설치되는 부이 유니트(12)와; 상기 부이 유니트(12)와 상기 끝단 매니폴드(14)를
접속시켜 유체가 흐르도록 하는 라이저 유니트(16)와; 상기 부이 유니트(12)와 접속되어 해면상으로
연장되어 상기 생산 플랫폼 또는 탱커와 접속되는 해상 호스 유니트(18) 및; 상기 끝단 매니폴드(14)와

대표 청구항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유체 흐름을 자동차단하기 위한 안전 제어 유니트(70)를 포함하여; 상기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압차가 설정된 값을 벗어나는 경우, 상기 안전 제어 유니트(70)에
의해 상기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유체 흐름을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상기 안전 제어 유니트(70)는 상기 부이 유니트(12)에 설치되는 배터리(76)에 의해 작동되는 유압
펌프(72) 및, 상기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에 설치되고, 상기 유압 펌프(72)와
접속됨으로써, 상기 유압펌프(72)에 의해 작동되어 상기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유체
흐름을 차단하는 액추에이터 제어밸브(52)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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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장점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기술의 특장점
 본 발명은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에 관한 것으로, 심해의 끝단 매니폴드와 연결되어 육상 또는
생산 플랫폼의 유체를 탱커로 선적거나 하역하기 위한 에스피엠을 구성함에 있어서 유체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에 관한 것임
 특히, 본 발명은 해양의 거친 환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항상 폭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오일 또는
가스를 이송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조건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를 제공함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적용 예>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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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현황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지식재산권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베이퍼록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의 냉각장치
트렁크 비상탈출 표시제어장치 및 방법
스트럿의 휨 방지장치
3웨이 양날 제어 밸브
교체가능한 자가결찰 치아교정장치
볼조인트의 유격 및 토크 측정 장치 및 방법
차량용 유니버설 너클
버터플라이밸브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전동 칫솔
충격흡수 기능을 갖는 조향축 어셈블리
경사로 주차 안전을 위한 차량의 자동 조향 시스템 및 그 방법
차량용 고수명 볼 조인트
팽창형 실링튜브를 구비한 디스크 밸브
1/4 차량 시험기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장치
차량용 전면유리 클리닝장치
유량조절용 이중 볼밸브
하중물 운반장치 및 그에 사용되는 다중 완충장치
차량의 사이드미러
1/4 차량 시험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거치대
자동차용 자동 안전벨트 시스템

1020150060402
1020150060071
1020150060066
1020140187439
1020140043324
1020140019092
1020140014072
1020140010442
1020130122353
1020130021700
1020130021697
1020130021541
1020110059793
1020110052192
1020100093051
1020100048391
1020100048390
1020100015416
1020090095625
1020090095623
1020090039569
1020090038168
1020090033214

101700429
101620961
101666555
101541126
101551855
101508365
101512452
101511360
101476366

101260866
101190309
101481805

101165366
101131873
101063891
100999532
10100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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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용분야

기술의 적용 분야
 선박용 일점계류장치 (Single point moorintering)

 고정형 또는 관절형 구조 시스템 또는 펼침 방식의 계류장치에 의해 해저에 정박되어 있는
고정식 또는 부양식 구조물로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선박이 풍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의 예로서, SALM (single anchor leg mooring),
CALM (catenary anchored leg mooring), 타워형 계류설비(tower mooring)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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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소개

2-01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기술동향

기술 동향
 국내 조선기자재산업 기술 동향
 선박용 엔진산업은 모든 선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핵심부품으로 초기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와
대량생산에 따른 기술축적으로 국산화율이 90%를 넘고 있는 엔진사업은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과거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엔진관련업체들은 Man B&W,
Rolls Roice, Wartsila 등의 해외 엔진업체들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나서며 기술력 우위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고 있음
 특히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STX엔진, STX중공업은 국내 조선업계 및 중국, 일본 조선업계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의장관련 기자재 시장은 기자재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밸브, Pipe류 및
Winch와 같은 고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부터, Guide Rail, Deck Outfitting 등 철의장품과 같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술개발을 하고 있음 향후 철의장품
업체들의 경우 중국 후발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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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특허 현황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유사특허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1

신속한 LNG 하역을 위한 해상 시스템과 하역 및 가열 방법

1020070004955

100871406

에스비엠-이모드코,
인코퍼레이티드

2

수중호스 연결작업용 플랫폼

1020130062743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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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의 한계점
 국제 기준에 적합한 SPM 기술 필요성
 종래기술은 심해의 끝단 매니폴드와 연결되어 육상 또는 생산 플랫폼의 유체를 탱커로 선적하거나
하역하기 위한 SPM을 구성함에 있어서 유체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즉, SPM은 해양 적용을 위해 해양 환경조건, 탱커 데이터를 감안하여 최소 25년간의 설계수명을
견디면서도 다양한 국제적인 규정 및 규칙, 코드와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특히 SPM의 설치공사는 해양의 거친 환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항상 폭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오일 또는 가스를 이송해야하므로,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한 고신뢰성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함
 따라서, SPM은 그 구성요소에 대한 기술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기술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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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대상 기술의 경쟁력
 안전 수송이 가능하고, 설치 환경조건에 용이하게 적용되는 에스피엠용 프로세싱 장치


유체 흐름 자동 차단 기능


심해의 끝단 매니폴드(14)와 연결되어 육상 또는 생산 플랫폼의 유체를 탱커로 선적거나

하역하기 위한 에스피엠(10)을 구성함에 있어서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압차가 설정된 값을 벗어나는 경우, 안전 제어 유니트(70)에 의해 끝단 매니폴드(14)와 라이저
유니트(16) 사이의 유체 흐름을 자동차단하도록 함으로써, 유체의 수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설치 환경조건에 용이하게 적용


특히, 안전 제어 유니트(70)와 함께 라이저 유니트(16)와 해상 호스 유니트(18)에 플렉서블
관부(54, 66)를 설치함으로써, 파도, 바람 및 조류 등 해양의 거친 환경 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항상 폭발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오일 또는 가스를 이송할 수 있도록 설치 환경조건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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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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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및 현황
 국내외 조선 해양기자재 시장 규모


세계 조선해양기자재 시장규모




2020년 세계 조선시장은 136,352백만 달러로 예상되며, 조선 기자재시장은 81,811백만 달러로 예상됨

국내 조선해양기자재 시장규모


한국의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은 2006년 이후, 급격한 생산 능력 향상으로 2010년도 최고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나, 세계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경기 악화로 약 30%의 생산능력 과잉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 31,097백만 달러의 시장 규모 형성을 예상하고 있음

[세계 조선 및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국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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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 현황

기업 현황
 국내 조선 해양기자재 경쟁업체 동향


국내 선박의 부품이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보통 한국표준산업분류“35114.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이외에도 선박기관 제조는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선박에 설치되는 펌프나 압축기의
제 조 는 “ 2912. 펌 프 및 압 축 기 제 조 업 ” , 선 박 에 이 용 되 는 금 속 제 문 제 조 의 경 우 는
“28111.금속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등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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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책임교수
기계과

연구실명

최적설계 연구실

E-mai
학력

연구자

이권희 교수

전화

051-200-7638

leekh@dau.ac.kr

Ph. D.(intergrated) Mechanical design, Hanyang Univ.

• Design theory

[1989] B.S. Mechan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 Structural optimization, Metamodel technique

[1991] M.S. Mechanical design, Hanyang University

- Robust design : Taquchi method

[1997] Ph.D. Mechanical design, Hanyang University

- Reliability based design : Six sigma design, PoF

[1994-1999] Senior Research Engineer, DAEWOO Motor Company

analysis, reliability based optimization

[2007-2008] Visiting scholar, LMT ENS Cachan, France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 kky1216@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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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

번호
1

2

3

4

5

6

7

제목
"Process Deising of a Ball joint, Considering Caulking and
Pull-Out Strength,"
"Structural Optimization of a Knuckle with Consideration of
Stiffness and Durabil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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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

Lee, K.H., Han,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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