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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특허 동향 파악과 기술개발 계획 수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국내 

조선해양산업분야의 신규 특허등록 현황과 함께 선별된 특허를 요약 소개하는 기사를 대한조선학회지 53권 3호부터 

정기적으로 게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특허 등록 현황

2016년 월별 국내 조선사 특허 등록 현황

주요 등록 특허  

발명의 명칭 : 슬로싱 하중 저감기구 및 이를 포함한 

액체화물 저장탱크

 

- 등록번호 : 10-1609471

- 등록일자 : 2016년03월30일

- 특허권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슬로싱 하중 저감기구 및 이를 포함한 

액체화물 저장탱크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고, 액체화물을 수용하는 액체화물 저장탱크 

내에 구비되고, 내부가 비어있고, 상기 액체화물이 

         유출입되도록 하는 형상의 제1 포트; 및 상기 제1 

          포트의 내부에 1개 이상으로 수용되며, 내부가 

비어있고, 상기 액체화물이 유출입되도록 하는 

형상의 제2 포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슬로싱 하중 저감기구 및 이를 

포함한 액체화물 저장탱크는, 액체화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내부가 비어있는 중공의 구 또는 다면체 

형상의 포트로 이루어진 슬로싱 하중 저감기구를 

액체화물 저장탱크 내부에 채움으로써, 슬로싱 

현상으로 인하여 액체화물 저장탱크의 측벽 및 

천장에 가해지는 슬로싱 하중을 저감시킬 수 있어, 

액체화물 저장탱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액체화물 저장탱크의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고, 

액체화물 저장탱크의 초대형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앵커 구조체, 앵커 구조체를 포함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제조 방법

- 등록번호 : 10-1610255

특허동향

조선해양분야 신규 특허 소개
백광준(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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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6년04월01일

- 특허권자 : 한국가스공사,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선체 변형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앵커 구조체, 앵커 구조체를 포함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내부벽과 밀봉벽을 

연결하는 앵커 구조체에 있어서, 상기 밀봉벽과 

접합되는 접합부가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앵커 부재; 및 상기 앵커 부재 주변에 

형성된 단열재를 포함하는 앵커 구조체가 제공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가변피치 캡 핀

- 등록번호 : 10-1620918

- 등록일자 : 2016년05월09일

- 특허권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후방에 구비되는 캡 핀 또한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가변 범위와 동일하게 가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캡 핀은 캡의 외측면 상에서 

상기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회전판 상에 형성된 

브레이드 가변 시 그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회전판 

상에 형성된 블레이드 가변 범위와 동일한 가변 

범위로 가변되게 형성되는 가변피치 프로펠러의 

가변피치 캡 핀를 제공하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캡의 후단에서 발생하는 허브 볼텍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멸시킴에 따라 높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와 함께 에너지 또한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갖는다.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초저온 액체 저장 구조물

- 등록번호 : 10-1625639

- 등록일자 : 2016년05월24일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요약 : 초저온 액체 저장 구조물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초저온 액체 저장 구조물은, 

지지구조물의 탱크 수용 공간 내에 설치되어 초저온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이러한 탱크를 둘러싸도록 

탱크의 외측에 설치되어 탱크에서 누출되는 

누출액을 탱크의 하부로 유도하는 방벽, 및 탱크 

수용 공간의 내벽과 방벽의 외측 사이에 충진되는 

파우더 단열재를 포함한다.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자동 평형수 시스템 및 조절방법

- 등록번호 : 10-163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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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16년06월15일

- 특허권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자동 평형수 시스템 및 조절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자동 평형수 시스템은, 

복수 종류의 화물이 저장되는 복수의 저장탱크와 

복수의 저장탱크에 각각 상응하여 밸러스트 수가 

저장되도록 복수의 밸러스트 탱크가 마련되어 

선체에 탑재되되, 복수의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화물의 수위를 각각 감지하도록 저장탱크마다 

배치되는 화물레벨센서; 밸러스트 탱크에 대한 

밸러스트 수의 저장량을 조절하도록 선체에 

탑재되는 펌프유닛; 및 화물레벨센서에 의해 

감지되는 화물의 레벨변화를 기초로 저장탱크의 

중량변화를 산출하되, 저장탱크의 중량 변화에 

상응하여 밸러스트 탱크의 밸러스트 수의 용량을 

보상하도록 마련되어 선체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평형수 제어유닛을 포함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라이저 부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

- 등록번호 : 10-1637467

- 등록일자 : 2016년07월01일

- 특허권자 :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라이저 부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구체적으로는 

전자기력을 이용한 텔레스코픽 부력재의 신축을 

통해 라이저의 굴곡 부분에 변형이 발생하면 

부력재의 분포를 조절함으로써 라이저 의 굴곡 

부분을 완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라이저 부력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해양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해양구조물의 라이저 부력장치는 

라이저 몸체; 상기 라이저 몸체 외측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고 있는 텔레스코픽 부력 수단을 

포함하며, 상기 텔레스코픽 부력 수단은 

전자기력에 의해 신축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복원성 회복 장치

- 등록번호 : 10-1644148

- 등록일자 : 2016년07월25일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복원성 회복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적어도 일측에 밸러스트 탱크가 형성된 

선박의 복원성 회복 장치에 있어서, 상기 밸러스트 

탱크에 배치되어, 기체 주입시 상기 밸러스트 

탱크의 내부에서 팽창하는 탄성 백; 상기 탄성 백에 

기체를 주입하는 기체 주입부; 및 상기 밸러스트 

탱크의 상부에 형성되어 상기 선박의 외부로 

연장되는 배출관을 포함하는 복원성 회복 장치가 

제공될 수 있다.

- 대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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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 선박

- 등록번호 : 10-1644647

- 등록일자 : 2016년07월26일

- 특허권자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선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서는 연돌 

또는 거주구의 앞쪽에, 이 연돌 또는 거주구 쪽으로 

흐르는 외기의 사전차단을 통해 해당 외기의 

흐름속도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외기 차단 

벽체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외기의 빠른 유입에 

따른 <연돌 및 거주구 사이영역에서의 저 압력 공간 

생성>을 미리 차단·억제시키고, 이를 통해, 연돌 

측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거주구 측으로 

불필요하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구를 이용하는 선원 측에서 배기가스의 다량 

유입에 따른 각종 피해(예컨대, 배기가스에 의해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 배기가스에 의해 자가 

생활공간 및 운항공간이 오염되는 피해, 오염된 

생활공간 및 운항공간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력 및 시간을 소비하여야 하는 피해, 운항장치의 

오동작이 유발되는 피해, 운항장치의 오동작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의 인력 및 시간을 소비하여야 

하는 피해 등)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할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계류 장치 및 부유식 해양 구조물

- 등록번호 : 10-1644511

- 등록일자 : 2016년07월26일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은 부유식 해양 구조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부유식 해양 구조물은 해수면 상에 부유 

가능한 본체; 상기 본체의 일측면에 제공되고, 

셔틀 탱커가 접안되는 계류 플렛폼; 상기 

본체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된 해수면에 부유된 

상태에서 상기 계류 플렛폼에 접안된 상기 셔틀 

탱커의 선수측을 고박하기 위한 제1부유 유닛; 및 

상기 본체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된 해수면에 

부유된 상태에서 상기 계류 플렛폼에 접안되는 

상기 셔틀 탱커의 선미측을 고박하기 위한 

제2부유 유닛을 포함할 수 있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화물창에 사용되는 방벽 보강부재 및 

이를 이용하는 화물창

- 등록번호 : 10-1644341

- 등록일자 : 2016년07월26일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보강 주름부를 보강하는 화물창에 사용되는 방벽 

보강부재 및 이를 이용하는 화물창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화물창에 사용되는 방벽 

보강부재는 액화가스의 수용공간을 둘러싸고 

평면부와 서로 교차하는 제1 주름부 및 제2 

주름부와 교차부를 포함하는 방벽과, 방벽을 

둘러싸며 액화가스를 외부로부터 단열하는 

단열패널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화물창에 사용되는 

것으로, 방벽의 평면부상에 결합되는 보강 

평면부와, 보강 평면부와 연결되어 방벽의 제1 

주름부 및 제2 주름부를 각각 수용할 수 있는 제1 

보강 주름부 및 제2 보강 주름부를 포함하고, 제1 

보강 주름부와 제2 보강 주름부의 교차부에는 



백광준

BSNAK, Vol. 53, No. 3, September 2016                                                                             21

방벽의 교차부를 수용공간으로 노출하는 교차부 

수용홈이 마련된다.

- 대표도 :

발명의 명칭 : 횡동요 감쇠장치

- 등록번호 : 10-1644348

- 등록일자 : 2016년07월26일

-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 요약 :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횡동요 감쇠장치는 
해양구조물의 길이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일측에 
돌출 형성되며, 돌출되는 방향으로 내부에 홀을 
포함하는 제1 빌지킬, 상기 해양구조물의 타측에 
돌출 형성되며, 돌출되는 방향으로 내부에 홀을 
포함하는 제2 빌지킬, 상기 제1 빌지킬 및 상기 
제2 빌지킬을 연통시키며, 유입된 해수가 
이동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연결라인, 및 상기 
해양구조물이 상기 축을 중심으로 기움에 따라 
상기 제1 빌지킬 및 상기 제2 빌지킬 중 
해저면을 향해 하강된 어느 하나를 통해 상기 
해수가 분출되도록 하는 해수공급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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