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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양호하게는 관련 선박(10)의 뱃머리에 정박 수단(11)이 구비되고 해저로부터 생산물을 상승시
키는 장치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연결 유닛을 가지며, 해저(1)에 위치된 앵커 수단(3)과 선박(10)의 상기 
정박 수단(11)에 상기 앵커 수단(3)을 연결하도록 된 적어도 하나의 앵커링 라인(6, 8)이 포함되는 정박
된 생산용 선박(10)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앵커링 라인
(6, 86)을 위한 선회 수단(5, 70)이 제공되는 양호하게는 흡입 앵커(3, 63), 중력 앵커 또는 파일 앵커 
형태의 영구 앵커 장치를 구비하며, 양호하게는 상기 앵커링 라인(6, 8)의 중앙부에 부표(7)가 부착되며, 
상기 상승 장치는 하단이 상기 선회 수단(5, 70)에 연결되어 공지된 바와 같이 자체가 탄화 수소와 가능
하면 다른 유체를 위한 적어도 두 개의 통로(79A 내지 79C)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가요성 호스(9, 
83)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정박된 생산용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양호하게는 상기 관련 선박의 뱃머리부(bow part)에 정박 수단(mooring means)이 구비되고, 해저로부터 
생산물 라이저(production riser)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연결 유닛이 구비되며, 해저에 배치되는 앵커 수
단(anchor  means)과 선박의 정박 수단에 상기 앵커 수단을 연결하도록 된 적어도 하나의 앵커링 라인
(anchoring line)이 포함된다.

배경기술

해상에서 오일 및 가스를 채취하는 활동 중에는 소정의 조건하에서 곤란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업 
상의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존재하기도 하며, 대개 관련 유체 반송(transfer of fluids)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해저의 유정 또는 가스정을 위한 생산 시스템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탄화 수소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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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가 특히 관심 사항이다. 상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장치 중에서 앵커링 기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바람, 파도 및 해류가 영향을 주는 가변적이고 악조건 하에서 상기 정박 및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큰 
응력 및 힘이 발생할 수 있다. 상기 응력으로 인해 우선 선박이 난파될 수 있으며 예컨대 오일 누출을 제
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동시 출원된 2개의 국제 특허 출원의 초점은 각각 국제 특허 출원 번호 제PCT/NO96/00203호(당소 참조 번
호  INT6165L)인  순수한  정박  시스템과  국제  특허  출원  번호  제PCT/NO96/00202호(당소  참조  번호 
INT6252L)인 로딩-언로딩 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상기 동시 출원된 2개의 특허 출원과 여러 
면에서 관련된다. 상기 2개 출원 중 후자와 비교하면, 해저 생산에서는 예컨대 통상적인 탄화 수소의 로
딩 및 언로딩 동안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련 유체 압력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특히 주목하여
야 한다.

본 발명은 청구 범위에 보다 상세하게 기술된 신규하고 독특한 특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장점 중에서, 상기 도전적인 작업은 기존의 방법 및 시스템과 비교하여 대부분
의 상황에서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곤란한 상황 하에서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강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정박 및 유체 반송 시에,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응
력 및 힘에 따른 전체 시스템의 적응을 포함하는 일종의 탄성적 또는 유연한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특히 주목하여야 한다. 해상에서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본 발명은 통상적인 매우 높은 투자 비용없
이 안전성을 수반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얻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 시스템에서는 해저에 지지된 앵커 중
심 주위로 앵커 시스템 및 라이저와 함께 선박의 자유로운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이하의 설명에서, 본 발명은 도면을 참조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의 제1 실시예를 개략 도시하고 있으며,

도2는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선회 수단(swivel means)을 구비한 앵커의 상세한 
정면도이며,

도3은 도2의 선 Ⅲ을 따른 축방향 부분 단면도로써 측방향에서 본 도2와 동일한 앵커를 도시하며,

도4는 상부로부터 본 도2 및 도3의 앵커를 도시하며,

도5는 도1의 실시예의 변형예를 도시하며,

도6은 생산된 탄화 수소를 위한 가공 모듈이 구비된 선박으로서 역할하는 시스템의 다른 변형예를 도시하
며,

도7은 앵커링 라인으로의 부표 부착에 대한 양호한 기호를 상세하게 도시하며,

도8은 도2 내지 도4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변형된 앵커의 정면도이며,

도9는 상부로부터 본 도8의 앵커를 도시하고 있다.

도10은 서로로부터 도8의 앵커의 주요 부분을 분리시키기 위한 작업을 도시하는 역할을 한다.

실시예

도면 중 도1에는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박 상황과 관련된 전체 배열을 갖는 실질적으로 본 발명에 따
른  전체  시스템뿐만  아니라  해저(1)  및  해수면(2)도  도시되어  있다.  우선,  여기에,  변환식 유조선
(converted tanker)일 수 있는 생산용 선박(10)과, 해저(1)의 앵커 수단(3)과, 라인 부표로도 나타낸 부
표체(7)가 중앙부에 제공된 두 부분(6, 8)을 구비한 앵커링 라인의 문제가 있다. 통상의 방식에서는 선박
(10)의 뱃머리에 정박 수단(11)이 구비되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현재까지 기술된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선박(10)의 바람직한 정박에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기 도
입부에서 이미 설명된 장점을 포함한다. 정박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부표체(7)이며, 양호하게는 전체 
앵커링 라인(6, 8)의 중앙부에 위치되거나 연결된다. 전체 라인 길이의 중앙부에 부표체(7)가 정확하게 
부착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위해 앵커 수단(3)에의 앵커링 라인(6) 하
단 및 정박 수단(11)에의 앵커링 라인(8) 상단 모두로부터 알맞은 상당한 거리에 부표가 위치된다는 것은 
장점이다.

부표체(7)의 치수는 대부분의 상태 또는 응력하에서 앵커링 라인(6, 8)들의 인접부 사이에 상당한 각도차
가 이루어지도록 선택된다. 이와 같이, 앵커링 라인(6)은 보통 앵커링 라인(8)이 부표체(7)로부터 뻗어 
나온 각도보다 수직선에 대해 분명히 작은 각도로 앵커 수단(3)으로부터 상향 연장될 것이다. 선박(10)이 
바람, 파도 또는 해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으면, 전체 앵커링 라인(6, 8)이 예컨대 도1에 도시된 것보
다 팽팽해지므로, 부표체(7)는 해수 내로 보다 깊게 끌려 들어가고 앵커링 라인(6, 8) 사이의 각도는 약 
180˚정도로 근접될 수 있다. 최소의 정박력이 작용하는 정반대의 경우에, 앵커링 라인(6)의 길이가 수심
보다 길다면 부표체(7)는 해수면(2)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예컨대 원양(far out at sea) 등 보다 거친 해상에서 작업하고 설치하려면, 일반적으로 부표체(7)는 해수
면 아래에 깊이 잠겨지도록 위치될 것이다. 해수에 깊게 위치되면 부표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바람 및 
파도의 영향을 덜 받게 되므로, 상기 위치는 자체가 부표 및 전체 시스템에 대해 매우 유리한 상황일 것
이다. 대체로 모든 경우에, 이것은 앵커링 라인(6)이 앵커 수단(3)으로부터 상향으로 팽팽히 당겨지도록 
유지시킬 것이므로, 앵커링 라인의 어떤 부분도 해저(1)에 놓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부표체(7)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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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효과이다.

상기 부표 장치는 하나 이상의 별개 부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 앵커링 라인의 중앙부 
정도에서 상당히 제한된 굴곡부(deflection portion)가 제공되도록 배열된다. 상기 부표 및 부표 장치의 
주목적은 앵커링 라인에 대해 비교적 집중된 부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전체 정박 시스템은 동
적인 부하 효과가 감소된 부드럽고 탄력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도7은 실행하는데 장점이 있는 부표체(7)
과 관련된 구조를 도시한다.

상기 설명된 순수한 정박 기능에 추가하여, 전체 시스템은 탄화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앵커 수단(3)과 
선박(10) 사이의 유체 반송 기능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도1에는 선박(10)의 뱃머리부까지 연장
된 라이저로서 비교적 가요성인 호스(9)가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호스에는 정박 수단(11)에 매우 양호하
게 결합될 수도 있는 적절한 연결 수단이 제공된다. 상기 수단은 자체가 공지된 설계일 수 있다. 호스
(9)의 하부에는 부력 요소(9A)가 도시되어 있으며, 상기 경우에는 3개가 제공되지만, 당연히 원하는 호스
(9)의 형상에 따라 숫자 및 치수는 바뀔 수 있다. 호스(9)의 하부가 일반적으로 항상 해저(1)로부터 상승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부력 요소(9A)의 제1 목적이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스(9)가 
앵커링 라인(6, 8)보다 아래에서 수정(water well)을 통해 지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따라서, 시스템의 
두 개의 주요부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특히 호스(9)는 앵커링 라인(6, 8)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상기  설명과  관련하여,  호스(9)에  대한  문제점이  남아 
있다면, 상기 문제점은 쌍동이(twin) 형태 또는 대체로 평행한 두세 개의 분리된 호스 형태에 의해 분명
히 해결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도6을 보기 바란다.

도2, 도3 및 도4에는 관련 장비를 구비한 앵커의 설계가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상기 앵커 구조는 
우선 양호하게는 흡입 앵커 형태이고 도2의 해저(1) 내로 소정 거리만큼 관통되도록 된 앵커부(63)를 포
함한다. 해저(1)에서의 중력 또는 파일링(gravitation or piling)에 기초한 앵커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 앵커부(63)의 상측에는 전체 앵커 구조 중 나머지 장비 유닛이 장착되는 상부 프레임(64)이 제공된
다. 상기 장비의 주요 부품으로는 소켓형 지지 부재(68)에 회전 가능한 선회 수단(70)을 생각할 수 있다. 
상기 경우의 부품은 앵커부(63)의 상부, 즉 프레임(64)에 놓인 판형 또는 프레임형 베이스 부재(67)를 구
비한다. 특히 도3 및 도4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프레임(64)과 베이스 부재(67)는 볼트 연결에 의
해 결합되며, 관련 너트 등을 구비한 하나의 상기 볼트 연결부(66)는 도3 및 도4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 
설계에 의해, 전체 앵커 구조는 볼트 연결부(66)를 해제시키면 두 부분으로 즉 도2의 선 또는 평면(60)을 
따라 분할된다. 따라서, 앵커 구조의 보다 중요한 부분은 보수 유지,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위해 다시 해
수면 위에서 회수될 수 있다. 수리가 필요한 유닛의 일부 안을, 예컨대 실제 회전 커넥터만을 회수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기 경우에 선회 저널을 구비한 앵커는 해저에 남게 된다. 원칙적으로, 
상기 방법은 전술된 것과 유사하지만, 상승되어야 하는 하중은 가벼워진다. 프레임(64)에는 이와 같은 해
체의 목적 및 회수되었던 부분을 보수 유지 등을 한 후에 앵커부(63)와 프레임(64) 상으로 하강 및 착지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안내 포스트(65)가 제공된다. 상기 포스트는 도10에 보다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분리 및 회수 전에, 해저 생산을 위한 시설로부터 연결을 위한 앵커 구조로 연장된 파
이프라인 및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여야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위한 커넥터(61) 및 제어 
케이블 또는 공급선(umbilical)을 위한 특정 커넥터(62)가 도시되어 있다. 도3 및 도4에 따르면, 상기 커
넥터는 베이스 부재(67)의 캔틸레버부(67A)에 위치될 수 있다.

도2에는 앵커링 라인 하단부(86)이 도시되어 있고 적절한 연결 요소 및 체결 수단을 통해 선회 수단 하우
징(75)의 하부에 연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4로부터 볼 수 있는 두 개의 평행 레그를 갖는 요크(8
0)가 제공되므로, 상기 레그는 그 상단에서 측방 요소에 의해 앵커링 라인 하단부(86)를 위한 체결 부재
(80C)에 상호 연결된다. 레그(80A, 80B)의 하단에는 앵커링 라인 하단부(86)와 함께 요크(80)가 관련 선
박에 대한 앵커링 상황에 따라 수직 평면의 각도 위치가 변하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게 하는 피봇 연결부 
형태의 체결 요소(81A, 81B)가 제공된다.

체결 요소(81A, 81B)를 구비하는 요크(80)도 관련 선박으로부터 앵커링 라인 하단부(86)을 통하는 정박력
의 방향에 따라, 중심 수직축(70X, 도2)에 대해 선회 수단의 선회 운동을 위한 충분한 토오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선회 수단은 양호하게는 커넥터(61)의 수에 대응하는 다수의 라이저 또는 호스(84)를 위한 적어도 하나의 
연결부(88)를 포함한다. 또한, 커넥터(62)에 대응하는 제어 케이블(82) 등에 대해 선회 수단 하우징(75)
상의 높은 곳에 연결부(83)가 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선회 수단을 구비한 앵커 구조는 해저의 생산 
시설과 해수면의 생산용 선박 사이의 필요한 연결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설명된 바와 같은 정박 수단을 
구비한 선박은 기상, 바람 및 파도에 따라 가능하게는 해류에 따라서도 앵커 주위를 회전할 수 있을 것이
다.

라이저 또는 호스(84)는 선회 수단 하우징(75)의 전체 높이에 대해 한측에서 양호하게는 중심 구역에서 
연결부 또는 연결부들을 통해 진입된다. 특히 도4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스는 요크 레그(80A, 
80B)의 사이에서 선회 수단 하우징(75)으로부터 도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요크 레그보다 수평한 
각도 위치로 연장될 것이다. 선회 수단 구조로부터 외부로의 호스의 방향은 적절하게는 도2로부터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수평에 가깝다. 동일한 것이 제어 케이블(82)에도 적용된다. 상기 배열은 호스 또는 
라이저, 또는 가능하게는 제어 케이블도 요크(80) 또는 앵커링 라인 하단부(86) 자체에 접촉되어 손상받
을 수 있는 최소의 위험성은 내포한다.

상기와 관련하여, 케이블(82), 라이저 또는 호스(84) 뿐만 아니라, 요크(80)를 구비한 앵커링 라인 하단
부(86)는 앵커 구조에 매우 큰 측방력을 가할 수 있으므로, 상기 구조의 일부에는 큰 굽힘 응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상기 관점에서, 정박력의 작용점 즉 체결 요소(81A, 81B)가 구조에 가
능한 한 낮게 위치된다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이는 요크(80)를 위한 상기 체결 요소(81A, 81B)가 설치되
는 경우에 통상 앵커 구조의 연결부(83, 88)보다 낮게 위치되도록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회 수단의 필요한 내부 요소는 도3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실링 요소 및 환형의 선회 통로
(79A, 79B 및 79C)는 예컨대 노르웨이 특허 제177,779호에 기재된 선회 수단과 유사하게 설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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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 개의 환형의 선회 통로(79A 내지 79C)는 각각 커넥터(61) 및 라이저 또는 호스(84)에 대응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3에는 하나의 커넥터(61A)로부터 파이프 연결부(61C)를 거쳐 
정지 내부(77)의 유체 통로(77C)를 관통하고 추가로 실제 선회 수단의 다른 정지 코어 부재(79)를 관통하
며 환형 예컨대 상기 노르웨이 특허 명세서에서와 같은 형상을 갖는 환형의 선회 통로(79B)까지의 연결이 
도시되어 있다.

코어(79)를 구비한 상기 내부 요소 및 환형의 선회 통로(79A 내지 79C) 주위의 실링부에는 각각 호스 및 
케이블 연결부의 고정으로 인한 상기 논의된 힘 때문에 앵커 구조 및 선회 수단의 굽힘 모멘트의 결과로
서 큰 기계적 응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3에 도시된 구조는 그 하부에서 예컨대 볼트에 의해 보스(74)에 
결합된 선회 수단 하우징(75)을 구비함으로써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스(74)는 베이스 부재(67)를 
통해 앵커부(63)에 고정된 지지 부재(68)로 저널 수단을 통해 힘을 전달한다. 축(70X, 도2)에 대한 전술
된 선회 운동에 필요하기도 한 저널은 하부 저널 링(71A)과 그에 부착된 억제 링(71B) 사이에 지지된 보
스(74)의 하부 플랜지를 포함한다. 저널에는 베어링 요소(73, 76)가 포함되므로, 보스(74) 및 보스 상부
의 전체 선회 구조는 정지 저널부 및 그 아래의 지지 구조에 대해 회전될 수 있다. 상기 구조는 지지 부
재(68)상에 상부판(69)을 포함하며, 그렇지 않다면 도4에 나타낸 바와 같은 원주 주위에 분포된 다수의 
지주판(bracing plate)이 주로 구성될 수 있다.

전술된 구조적인 해결책에 의해, 상기 내부 요소와 함께 선회의 중심 및 정지 코어는 이와 같이 앵커부
(63)를 포함하는 구조의 지지부에 대해 어느 정도 탄성 방식으로 지지될 것이다. 상기 목적을 위해, 예컨
대 도3 및 도4에 도시된 파이프 연결부(61C)가 적절하게 굽혀지며, 적당한 한계를 초과하는 굽힘 모멘트 
또는 다른 힘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구조 부분없이 탄성이 얻어지도록 유연해진다.

상기 점에서, 선회 수단 하우징(75)의 상부의, 뚜껑(70A)이 제공된 와이어 연결부(85) 등 형태의 내부 요
소는 상기 응력에 취약한 나머지 내부 요소와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측에는 와이어 연결부(85)가 제어 케이블(82)을 통해 외향 접속되며 타측에는 도2 및 도4의 커
넥터(62)의 외부로 추가 접속을 하기 위해 도선 등(87)의 다발로서 코어(79)를 통해 중심 아래로 접속된
다. 와이어 연결부(85)도 도3의 슬립-링 장치(89)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는 도2, 도3 및 도4의 앵커 구조가 어느 정도 변형된 것을 도8 및 도9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도5는 도1의 배열에 대한 변형예를 도시하고 있으며, 도5의 반송 호스(28, 29)에는 자체의 부력 요소가 
제공되지는 않았지만, 부표체(7)로부터 현수된다. 호스부(28, 29)가 각각 앵커링 라인(6, 8)의 대응하는 
부분보다 긴 길이를 갖는 결과, 호스는 대체로 앵커링 라인 아래에 상당한 거리에서 해수를 지날 것이다. 
상기 실시예에서, 부표체(7)는 분명히 도1의 실시예보다 어느 정도 큰 부력을 갖는 치수임에 틀림없다. 
도1과 비교하면, 도5의 시스템은 기상 조건이 변하는 동안에 선박(10)이 앵커링 지점 주위를 운동할 때 
보다 잘 제어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 보다 일체형인 단일 시스템으로서 동작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예컨대 더 얕거나 깊은 수심에서 변화하는 해류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상기된 바와 같이, 부표체(7)에 호스(28, 29)를 현수시킬 때, 지나치게 작지 않은 소정의 곡률 반경으로 
호스의 현수부를 안내하기 위한 지지 굽힘부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기 현수부의 호스가 과도한 굽힘 또
는 인장 응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 장점일 수 있다. 또한, 상기 현수부에서는 부표로부터의 현수
를 다소 탄성적인 요소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호스(28, 29)는 부표체(7)에 대하여 비교적 부드럽
거나 감쇠된 운동에만 구속된다.

도6의 배열은 상당한 정도로 도1의 실시예와 동일한 원리로 된 발명에 따른 시스템에 기초하고 있지만, 
하부에  관련  부력  요소(39A)를  구비한  도6의  상승  호스(39)는  상단에  의해  선박(40)의 중앙부(mid-
ship)의 연결 수단(41)에서 연결된다. 종래 기술 자체인 연결 수단(41)이 예컨대 매니폴드형이라는 과제
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박(40)은 생산용 선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며, 상기 
목적을 위해 가공 모듈(44) 형태의 장비가 제공되었다. 연결 수단(41)은 상기 모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
각될 수 있다. 도6에도 도1 및 도5의 실시예에서와 같이 해저(1)에 앵커 수단(3)을 구비한 정박 시스템이 
도시되어 있다. 또한, 도6에는 파이프라인(1A)이 해저의 생산 시설(도시되지 않음)로부터 앵커 수단(3)까
지 설치될 수 있는 방법이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도7에는 부표체(7)에 관련된 유리한 설계가 비교적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으며, 전술된 바와 같이 부표는 
상기 앵커링 라인의 두 부분(6, 8)에 연결된다. 특히 도7에는 라인부(6, 8)들 사이에 삽입되어 예컨대 볼
트 연결부(7A, 7B)에 의해 부표체(7)에 부착된 강성 봉형 요소(17)가 도시되어 있다. 라인부(6, 8)의 단
부는 다소 종래 기술에 의한 수단에 의해 연결 요소(17)에 17A 및 17B에서 부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상기 요소는 실제 부표 구조에서 앵커링 라인(6, 8)을 통해 반송되는 비교적 큰 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및 시스템의 수명 인자라는 관점에서, 실제 사용시에 매우 유리한 
해결책이다.

동일한 도면 부호로 나타낸 바와 같이, 도8 및 도9의 앵커에 대한 설계는 도2, 도3 및 도4의 앵커 구조와 
공통되는 많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소정의 관점에서, 도8 및 도9의 구조가 보다 양호할 수도 있
으며 다음의 변형 특징을 주목하여야 한다.

도9에 도시된 바와 같은 요크(90)는 도4와 동일한 정도로 평행하지는 않지만 앵커링 라인을 위한 공통적
인 측방 부재 및 부착 요소를 향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수렴하는 두 개의 레그(도시되지 않음)를 갖는다.

도8에도 요크가 정박되어야 하는 지점에 특히 수심에 따라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유리한 각도 범위
(100)가 도시되어 있다. 요크의 수직 위치(90')에 그려진 일점쇄선(dot-dash)에서, 정박력은 이와 같이 
상기 굽힘 모멘트가 앵커에 작용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상기 요크의 수직 위치(9
0')는 전술한 설치 및 회수 작동에 대해서도 장점을 가지며, 이하에는 이를 추가로 설명하기로 한다.

상기에 전술된 실시예와 또다른 차이점은 도2 및 도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라이저 또는 호스(84)의 그룹과 
대비하여 라이저 또는 호스, 가능하게는 상호 정렬된 케이블(94)의 배열에 존재한다. 도8 및 도9의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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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명히 케이블(94)이 특히 도9로부터 알 수 있는 요크(90)에 대해 보다 서로 밀접하게 측방향 및 중심 
방향으로 연장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도8에 관련하여, 도10에는 앵커 구조의 상부 및 중요부가 앵커부(63)로부터 분리되어, 회수 
또는 재설치하는 동안에 통상의 방법으로 선회 수단, 베이스 부재(67) 및 지지 부재(68)를 안내하도록 안
내선(95)이 안내 포스트(65)에 연결되는 상황이 도시되어 있다. 실제 선회 수단(70)은 도10에 개략적으로
만 나타내어진다. 마지막으로, 도10에는 관련 커넥터부(99A)를 갖는 연결 해제된 파이프라인 단부(99)가 
도시되어 있다.

각종의 변형 실시예를 갖는 본 명세서에서 기술된 시스템은 예컨대 수심 150 내지 300 미터에서 작동하도
록 될 수 있다. 예컨대 200 미터의 수심에서, 전체 앵커링 라인의 두 부분(6, 8)은 전형적으로 유리한 실
제 실시예에서 각각 160미터 및 200미터일 수 있다.

각종의 변형 실시예 및 수정 실시예가 본 발명의 전체 구조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앵커 수단(3)이 영구적이라고 말하는 경우에, 흡입 앵커 또는 중력 앵커가 설치시로부터 해저
(1)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지된 바와 같이, 해저에 상기 상대
적으로 고정된 시설은 적절한 수단 및 장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문맥상 영구 앵커 장치는 앵커부(63, 
도2, 도3 및 도8)가 선박에 의해 전형적으로 보유되는 보통의 앵커의 경우보다 영구적으로 설치되며, 통
상의 앵커 캡스턴(capstan)에 의해 던져지거나 선박 내로 끌어 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점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상기 시스템의 앵커 장치의 설치 방법은 해저의 소정 지점으로 앵커를 하강
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관련 선박의 일반적인 통상의 앵커 캡스턴 또는 윈치의 앵커 체인 또는 와이어의 
단부에 앵커가 현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8의 요크 위치(90')를 보기 바란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관련 선박(10)은 뱃머리부에 정박 수단(11)을 구비하고, 해저로부터의 생산물 라이저를 위한 적어도 하나
의 연결 유닛을 가지며, 해저(1)에 위치된 앵커 수단(3)과, 선박(10)의 상기 정박 수단(11)에 상기 앵커 
수단(3)을 연결하도록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앵커링 라인(6, 8)을 포함하는, 정박된 생산용 선박(10)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앵커링 라인(6) 또는 앵커링 라인 하단부(86)를 위한 선회 수단(5, 70)을 구비하는 
영구 앵커 장치를 구비하며,

부표체(7)는 상기 앵커링 라인(6, 8)의 중앙부에 부착되어 정박시에 정상적으로는 해수면 아래에 잠겨있
도록 구성되며,

상기 앵커링 라인(6, 8)의 하부는 상기 선회 수단(70)의 요크(80)에 연결되며, 상기 요크(80)는 두 개의 
실질적으로 평행한 레그(80A, 80B)를 포함하며, 상기 레그는 바깥쪽 단부가 체결 요소(81A, 81B)에서 상
기 선회 수단(70)의 양측에 피봇식으로 부착되고, 대향 단부가 체결 부재(80C)에서 상기 앵커링 라인 하
단부(86)에 연결되며,

상기 라이저는, 공지된 바와 같이 그 자체가 탄화 수소 및 가능하게는 다른 유체를 위한 적어도 두 개의 
통로(79A 내지 79C)를 포함하는 상기 선회 수단(5, 70)에 그 하단부가 연결되는 적어도 하나의 가요성 호
스(9, 84)의 형태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영구 앵커 장치는 흡입 앵커, 중력 앵커 및 파일 앵커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부표체(7)에서의 상기 앵커링 라인(6, 8)에 강성 봉형 연결 요소(17)가 
삽입되며, 상기 부표체는 상기 연결 요소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9, 39)는 그 중간부 또는 하부에 부력 요소(9A, 39A)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28, 29)는 실질적으로 그 중앙부에 앵커링 라인의 상기 부표체
(7)에 현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호스(9, 84)의 하단은 상기 선회 수단(5, 70)의 중심에 연결되고 요크 레그(80A, 
80B) 사이의 중심에서 상기 선회 수단으로부터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대체로 모든 앵커링 상태 동안에 상기 호스(9, 84)는 상기 앵커링 라인(6)의 하단부(86) 
또는 요크(80)의 레그(80A, 80B)의 각도 위치보다 더 수평한 각도 위치로 상기 선회 수단(5, 70)으로부터 
연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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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호스의 길이 및 발생된 부표체(7, 9A, 39A)의 결과로서 상기 호스(9, 28, 
29, 39)는 상기 앵커링 라인(6, 8) 아래의 해수를 통해 연장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청구항 9 

정박된 생산용 선박에 의해 해상에서 탄화 수소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저에 설치하기 위한 앵
커에 있어서,

상기 선박으로부터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앵커링 라인(6) 또는 앵커링 라인 하단부(86)를 위한 체결 요소
(81A,  81B)  또는 체결 부재(80C)를 포함하는 선회 수단(5,  70)을 포함하며,  상기 선회 수단의 회전축
(70X)이 해저(1)에 대략 수직하도록 되고,

상기 선회 수단(70)에는 요크(80)가 제공되며, 상기 요크(80)는 상기 체결 요소 또는 체결 부재를 두 개
의 실질적으로 평행한 레그(80A,  80B)의 형태로 포함하며, 상기 레그는 바깥쪽 단부가 체결 요소(81A, 
81B)에서 상기 선회 수단(70)의 양측에 피봇식으로 부착되고, 대향 단부가 체결 부재(80C)에서 상기 적어
도 하나의 앵커링 라인에 연결되며,

상기 선회 수단은 유체 호스(9, 84)를 위한 연결 부재(88)와 해저의 시설에 연결되도록 된 적어도 두 개
의 관통 유체 통로 또는 경로(79A 내지 79C, 77C)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선회 수단(70)의 상기 체결 부재(81A, 81B)는 해저에서 앵커가 동작 위치에 있을 
경우에 상기 연결 부재(88)보다 낮은 높이에 위치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한측에 있는 앵커 수단(3) 또는 앵커부(63)와, 타측에 있는 실질적으로 모
든 다른 부분, 특히 상기 선회 수단(5, 70)은 착탈 가능한 결합 요소(66)에 의해 분리 가능하여, 상기 다
른 부분이 보수 유지, 수리 또는 교체의 목적으로 해수면 위로 회수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2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부(63)의 상부에 놓이고 그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판형 또는 프레
임형 베이스 부재(67, 67A)를 포함하며, 상기 베이스 부재(67)에는 상기 선회 수단(70)을 위한 지지 부재
(68)가 제공되며, 상기 베이스 부재(67A)는 해저에서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부터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을 
위한 커넥터(61, 62)를 보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커넥터(61, 62)는 상기 파이프라인, 케이블 등에 연결하고 연결 해제하는 것이 가
능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4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선회 수단 하우징(75)이 상기 앵커부(63)에 대해 회전 가능하도록 배열되고 
상기 연결 부재(88)를 보유하며, 상기 선회 수단 하우징(75)을 위한 저널 수단(71A, 71B, 73, 74, 76)이 
필수적으로 상기 선회 수단(70)의 내부 요소(79, 79A 내지 79C)에 응력을 주지 않고서 연결된 라이저 또
는 유체 호스(84)와, 가능하게는 상기 앵커부(63)로의 앵커링 라인(6)으로 인한 굽힘력을, 가능하게는 상
기 지지 부재(68) 및 베이스 부재(67)를 통해 전달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요소(79, 79A 내지 79C)를 포함하는 상기 선회 수단(70)의 중심 및 정지 코
어(79)가 상기 앵커부(63)에 대해 어느 정도 탄성 방식으로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6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제어 케이블(82)을 위한 연결부(83)는 상기 선회 수단(70)의 상부에 위치되
며, 상기 선회 수단은 전기 슬립-링 장치(89)와 같이 와이어 연결부(85)를 위한 뚜껑(70A)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청구항 17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앵커는 해저의 흡입 효과, 중력 또는 파일링에 기초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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