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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명칭]

컨테이너 터미널 장치 및 방법

[기술분야]

본 발명은 배에 또는 배로부터, 및 레일 카(rail car)와 트럭에 또는 이것들로 부터 컨테이너를 
선적,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ASRS(automated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고(high) 생산성 컨테이너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특히  본  발명은  선박의 하역
(discharge) 및 선적(load) 작업을 위한 전형적인 해양 터미널(ocean terminal)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ASRS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레일 카 및 트럭에 또는 이것들로부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기 
위한 인터모덜(intermodal) 컨테이너 조종 설비를 포함한다. 너무 큰 그리고 위험한 화물 컨테이너(cargo 
container) (일반적으로 1% 이하)가 부두 크레인 아래로 내려지고 지면에 저장된다.

해양 캐리어는 이들 배의 국내 및 국외 선적 계획서(load plans)를 배의 도착 수 시간 전에 컨테
이너 터미널에 보낸다. 이 선적 계획서는 배 안에서 또는 선상에서 특정의 컨테이너가 어디에 실어지는지 
또는 실어질런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시스템의 컴퓨터는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시스템의 작업을 
지시한다.

[발명의 배경]

자동화된 멀티-레벨(multi-level) 컨테이너 저장 및 선적 그리고 하역 시스템에서, 이 컨테이너
들은 각각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컨테이너 공간(space)에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뱅크(bank)에 
있는 어떠한 공간들로부터도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고 이 컨테이너를 어떤 공간들로도 상하로, 또는 
수평 방향으로 다른 뱅크로 배달할 수 있는 크레인이 이용되는 뱅크들 사이의 공간을 가진 이와 같은 공
간들의 여러 쌍의 멀티 레벨 뱅크가 있다. 또한 이들 자동화된 컨테이너 저장 시스템의 몇개에서, 트럭 
및  레일  카와  같은  육상  수송  수단에  또는  이것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배달하기  위한  수용  및 배달
(receiving and delivering) 크레인이 있다. 이 저장 설비의 부두 또는 물가에, 외항선에 그리고 외항선
으로부터, 및 AGV(automated guided vehicles), 자동화된, 자동 전원의 (self-powered) 레일 카, 또는 트
럭에 또는 이것들로부터 선적된 및 빈 컨테이너를 배달하는 많은 부두 크레인이 있다. 이들 시스템의 중
요한 장점은 이것들이 종래의 터미널 작업보다 훨씬 적은 지면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구들은 컨
테이너를 위한 보관소(parking lots)로서보다 다른 훨씬 더 많은 이용에 지면을 필요로한다. 다른 시스템
들은, 상기 시스템 내에서 더 느린 이동을 회피하는, 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부터 다른 부분으로 신속하
게 이동되는 컨테이너를 가지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또는 이것들은 개별 저장 공간의 비용의 일부분에 
대해 건축되고 작업될 수 있는 빈 컨테이너의 별개의 저장소를 제공하지 않지만 일체화된 저장소를 제공
한다. 빈 컨테이너는 선적된 컨테이너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저장소에 남아 있는다.

전형적인 컨테이너선은 한번의 해양 횡당 항해에서 수백만 달러의 수입(revenue)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 배가 최소의 시간 주기 동안 하역 및 선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것이 일년동안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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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양 횡단 항해의 수를 증가시켜 최대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컨테이너선이 부두 방향을 
따라 정박할 때마다, 일이 없는 선원에 대한 급료, 숙박비 및 다른 총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항
구 설비에서 선적 및 하역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주 또는 작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다루는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따라서 해양 캐리어에게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
스템의 필요성이 크다.

[발명의 요약]

따라서, 본 발명의 주 목적은 고효율의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시스템을 제공하여 이 시스템을 
통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각각의 공간이 훨씬 더 비싼 선적된 저장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의 
뱅크로부터 떨어져, 빈 컨테이너를 저장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부가의 비용 절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은 컨테이너선, 레일 카 사이, 및 도로 장치 위로 다른 종류의 컨테이너 선적 시스템 사이에서 컨테
이너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이와 같은 터미널 및 인터모덜 설비에서, 컨테이너들이 예를 들어 컨테이너
선, 레일 카 또는 트럭으로부터 빈번하게 하역되고, 그리고 다른 운송 장비에 실려지기 전에 임시 저장소
에 놓인다. 다른 운송 장비가 예를 들어 제2의 배와 동일한 종류가 될 수 있고 다를 수 있다.

본 출원은 컨테이너를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또한 비용 감소로 이들 컨테이너
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두개의 별도의 발명의 특징 및 이의 조합을 설명한다.

본 발명의 첫번째 특징은 빈 컨테이너를 별도의 높은 높이의 빈 저장소(12층 이상의 컨테이너 높
이)에 저장하는 것이고,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에서 매우 비싼 개개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접
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비에 저장하는 것이다.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에서, 이 설비의 각각의 공
간이 식별되고 컨테이너가 이 설비의 다른 모든 컨테이너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고정된 공간에 삽입된다. 
그러나, 빈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에서 이 설비는 수직 셀로 배열되고 동일한 해양운송업자의 같은 컨테이
너가 이들 개별 셀에서 12층 이상의 컨테이너 높이까지 적층된다.

이 적층에서 상측 컨테이너와 다른 특별히 지정된 빈 컨테이너로의 접근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따라서 상측 컨테이너의 마지막 것이 거의 즉시 옮겨질 수 있는 첫번째 것이다. 적층 셀을 이용하는 장점
들  중  하나는  이  설비의  작업  비용이  개별  공간에서  컨테이너를  위한  것만큼의  단지  약  25%이라는 
것이다. 또한 선적된 컨테이너의 엄청난 무게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빈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를 짓는 비
용이 동수의 컨테이너를 저장하는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를 짓는 비용의 10-20% 이다. 빈 컨테이너 
설비에 필요한 공간 용적이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뱅크를 짓고 작업하는 훨
씬 비용에서 별도의 공간 또는 구획(compartment)에서 동수의 컨테이너를 개별적으로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의 약 40%이다. 따라서, 본 발명만이 전체 저장 및 작업 설비의 작업 및 건설 비용, 및 필요한 지면을 
줄이는 빈 컨테이너를 위한 분리된 또한 일체형인 저장소 설비를 제공하고, 빈 컨테이너를 위한 저장된 
컨테이너 설비에서 공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타이업(tie-up)하지 않는다. 빈 컨테이너는 선적된 컨
테이너와 함께, 배 안에 실기 전에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에서 수 시간 동안 가끔 저장된다.

본 발명의 두번째 특징은 선적된 저장 컨테이너의 외측을 따라 신속한 이송 발코니(balconies)를 
제공하여 개개의 컨테이너가, 이의 자기 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더 느리게 움직이는 많은 크레인을 우회하
여, 선적된 컨테이너 설비 내에서 공간의 뱅크들 사이로 신속하게 이동될 수 있다. 이들 신속한 이송 발
코니는 다른 영역을 우회하여 한 영역으로부터 또 다른 영역으로, 또는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의 
한 끝으로부터 다른 끝으로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컨테이너 시간 및 조종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징은 내부 크레인 영역을 우회하여 선적된 저장소 설비를 따라 외부에서 빈 
컨테이너를 독립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신속한 이송 발코니를 빈 저장 컨테이너 설비와 함께 구체화하고 
일체화하여 배에 및 배로부터 빈 컨테이너의 배달을 가속시키는데 있다. 빈 컨테이너 설비가 이의 신속한 
이송 발코니에서 크레인에 의해 연결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컨테이너 조종 저장 설비의 도면, 

제2도는 이 설비의 부두 측면의 일부를 보여주는 도면,

제2(a)도는 제2도에 도시된 설비의 일부의 상세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원리를 실현하는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 위치를 보여 주는 그리고 이 설비의 
상측을 보여주는 도면,

제3(a)도는 제3도에 도시된 설비의 일부의 상세도,

제4도는 빈 및 선적된 컨테이너, 그리고 섀시 저장 설비 및 이의 선적 및 하역 크레인, 그리고 
통제실, 세관 그리고 장비 수리 빌딩을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저장 설비와 이의 크레인의 입면 그리고 신속한 이송 그리고 부두 크레인 발코니.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컨테이너 저장 및 조종 장비가 6.1m(20피트)길이 또는 60피트 길이까지되는 컨테이너
와 함께 시간 당 많은 컨테이너를 조종한다. 이 컨테이너들은 모두는 각자의 번호를 갖는다. 또는, 이것
들은 종래의, 자동화된 장비 식별 꼬리표(AEI)로 코드화된, 잘 알려진 종류의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각 
컨테이너를 식별하는데 이용된다. 번호들 또는 AEI 식별 꼬리표는 컨테이너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 시스템
을 떠날 때 검사된다. 이 시스템의 컴퓨터를 통해, 이 시스템은 이 시스템에서 각 컨테이너의 위치의 기
록을 유지하므로, 이것은 컨테이너를 배달하거나 또는 회수하는 저장 위치로 필요한 ASRS 조종 장비를 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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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에 도시된 것처럼, 컨테이너 저장 설비는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10), 빈 컨테이너 저
장 설비(12), 선적된 저장 공간의 고지 뱅크(14) 및 선적된 저장 공간의 부두 뱅크(16)를 포함한다. 뱅크
(14 및 16)들 사이에, 다수의 내부 브리지 크레인(20)을 위한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18)이 있다.

전체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가 제2도 및 제2(a)도에 도시된 것처럼, 개별적으로 짜여진 컨테
이너 저장 공간의 격자 구조 또는 "래크(rack)" 배열을 덮는 지붕(22)을 가지는 단일 구조가 된다. 개별
적으로 짜여진 공간이 ASRS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대로 다른 모든 컨테이너와 분리된 구조물에서 각 컨테
이너를 독립적으로 지지하며 또한 상세한 내용은 본 발명의 이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요하지 않다.

부두 뱅크(16)를 시작하여, 배"S"가 연장된 후면 거리를 가지는 종래의 부두 크레인(24)에 의해 
하역된다. 이 부두 크레인은 이 배의 길이 방향을 따라 이동하고 컨테이너 "C"를 골라내며 크레인 아래
(제5도) 트럭 "T", 레일 카"R"에 컨테이너를 놓거나 또는 90°회전 후에 부두 뱅크의 부두 측면의 부두 
크레인 발코니(26)에 컨테이너를 놓는다. 명칭 "부두(pier)",  "부두 측면(pier  side)",  "고지(upland)" 
또는 "고지 측면(upland side)"이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의 반대측에서 구조를 식별하는데 이 설명 
전체를 통해 이용된다. 그러나 이 설비는 본 발명이 레일 카 및/또는 트럭에 또는 이것으로부터 인터모덜 
설비로서만 컨테이너를 전달하는데 이용되는때와 같이 하역 배와 다른 적용을 위한 컨테이너의 분류, 선
적 및 하역, 저장소를 조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제2도에 도시된 것처럼, 부두 크레인(24)은 종래대로 이 컨테이너를 골라내고, 회전시키고 제7레
벨의 부두 발코니(26)를 따라 이송기의 영역에서 이동하는 이송기(28)에 이 컨테이너를 배달한다. 부두 
크레인 발코니에서 이 이송기의 영역들은 부두 크레인이 선상의 다른 해치(hatch)위치로 이동되는지의 여
부를 컴퓨터에 의해 또는 수동식으로 조절된다. 이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는 수직으로 12개 이상의 
공간 및 각 뱅크의 길이 방향을 따라 200개 이상의 공간을 갖는다. 시스템은 동시에 이용될 수 있는 배의 
수 및 저장되는 컨테이너의 수에 적응되므로, 레벨과 길이의 수가 항구마다 변한다(길이 방향을 따라 200
이 동시에 두대의 선박에 이용된다. 따라서, 10,000 컨테이너까지, 18.3m (60 피트) 길이까지인 각각의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설비에서 저장될 수 있다. 선적된 컨테이너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 시스템에 남아있
는 반면, 빈 컨테이너는 일년 이상 동안 저장소에 남아 있을 수 있어, 별도의 저장 설비가 작업의 효율성
과 건설 비용의 절감에 필수적이다.

이송기(28)는 부두 크레인 발코니(26)에서 이동하는 원격적으로 자동화되는 또는 컴퓨터 제어되
는 레일 카이다. 발코니의 한쪽끝에서부터 다른쪽 끝으로 연장하는, 제2도에 도시된 발코니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리고 역으로 있는 각 발코니에서 트랙(29)을 따라 움직이는 이송기의 각 끝에서 휘일(30)을 
가지는 종래의 구성이 된다. 또한, 각 이송기는 컨테이너(C)를 잡는 종래의 ASRS 삽입 및 회수 장치(32)
를 가지며, ASRS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방식으로 이것을 지정된 공간으로 또는 공간으로부터 이동시킨다. 
달리, 이 이송기는 한 공간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 밖에 선적되도록 부두 크레
인으로 이동시킨다. 각각의 부두 크레인을 위해 두개 이상의 이송기가 있고, 이것은 이동가능한 부두 크
레인의 위치와 일렬인 조종가능한 수평 영역에서 이동한다. 부두 크레인 발코니에 첨가하여, 두개의 신속
한 이송기를 운반하는 제5레벨의 신속한 이송 발코니(27)가 있다. 신속한 이송 발코니(27, 34, 36 및 3
8)의 경우에, 이송기가 선적된 컨테이너 설비 내에 뱅크 사이에 크레인의 더 느린 이동을 피하여 이동한
다. 신속한 이송 발코니 각각은 두개의 이송기를 갖는다. 두대의 배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 양 이송
기가 이용되고, 각각은 이의 영역 내에서 움직인다. 하나의 배에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각각 신속한 이송 
발코니에서 하나의 이송기만이 이용되므로, 이것은 발코니의 전체 길이를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 다른 
신속한 이송기는 발코니의 끝에 세워진다.

부두 크레인 발코니(26)에서 하나의 이송기가 배로부터 컨테이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다른 이
송기는 저장소로부터 선상으로 옮기기 위한 부두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달한다. 이 부두 크레인은 순
환을 두배로 할 수 있는, 즉 이것은 크레인의 배안 이동으로 컨테이너를 배로부터 이동시킬 수 있고 이 
이송기 중 하나에 이 컨테이너를 놓고, 그 다음 제2 이송기로부터 하나의 컨테이너를 골라내고, 그리고 
배로의 복귀 운동시에 배 밖에서 실려지는 새로운 컨테이너를 가져온다. 또한 부가의 이송기가 부두 크레
인의 작업율과 선적된 컨테이너 설비의 그것 사이에 버퍼로서 기능한다.

더 높은 속도의 이송기(28)가 신속한 이송 발코니에서 작동되지만, 저장 설비의 그 레벨을 따라 
어떠한 공간으로도 컨테이너를 배달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저장 설비의 한쪽 끝에서부터 이 저장 설비의 
다른 끝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두대의 배에 서비스가 제공되고 두대의 이송기가 작
동되는 때, 부두 뱅크의 길이 방향을 따라 중간 위치로 이송기를 이동시키고 한 공간에 이 컨테이너를 놓
으며, 그 신속한 이송 발코니에서 제2 이송기를 가지고 그 공간으로부터 이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이것을 
이 발코니의 다른쪽 끝으로 원하던 공간을 따라 운반한다. 부두에 단 한대의 배가 있으면, 물론 제1 이송
기는 이 신속한 이송 발코니의 전체 길이를 달려가서 그 컨테이너를 공간의 부두 뱅크의 반대측 끝으로 
신속하게 운반하는 반면, 제2 이송기가 이 발코니의 한쪽 끝에 세워진다.

또한 6개의 종래의 수용 및 배달 크레인(43)이 제2 레벨에서 부두 뱅크의 길이 방향을 따라 간격
을 갖는다.

바람직하게는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 내에, 내부 크레인 (20) 중 두개가 각각의 부두 크레인
을 위해 있고, 이 크레인들은 어떠한 공간들 사이의 컨테이너라도 이의 작업 영역 내에서 한 뱅크의 한 
공간으로부터 동일 뱅크의 다른 공간으로 또는 ASRS 시스템과 공동인 것과 같은 나란한 맞은편 뱅크의 다
른 공간으로 이송시킬 수 있다. 내부 크레인이 저장 설비의 길이 단위로 이동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컨테이너를 수직 방향으로도 이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들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수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이것을 신속한 이송기와 다른 공간에 재위치시킨다. 따라서, 이들 크레인 중 두개는 각각의 부
두 크레인을 위해 필요해진다. 뱅크들 사이의 각각의 크레인은 수평 방향으로 간격이 있는 약 12개의 칼
럼(column) 공간의 영역을 다룰 수 있고 한 뱅크의 공간의 내측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회수할 수 있고, 이
것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며 이 컨테이너를 부두측 뱅크 또는 고지축 뱅크의 한 공간에 삽입한다. 수평 
및 수직 방향 이동 능력을 가지는, 현수되어 있는 (suspended) 단단한 구조물을 가진 이런 종류의 ASRS 
브리지 크레인이 종래의 ASRS 시스템에 잘 공지되어 있고,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본 발명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지 않다. 이들 내부 크레인 각각만이 제한된 작업 영역내에서 작동하고 컨테이너를 한쪽 내부 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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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으로부터 공간들의 뱅크 사이의 다음 영역으로 이동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컨테
이너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내부 크레인 영역을 우회하여 여러개의 내부 크레인의 영역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왜 신속한 이송 발코니(27)가 이와 같이 유리하게 
제공되어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기 위한 내부 크레인 공간의 외부 공간이 내부 크레인이 작동되는 하나 또
는 다수의 독립 영역을 지나가는 것이 명확해진다.

제3도에 도시된 것처럼, 고지 뱅크(14)에 뱅크의 제6레벨에서 신속한 이송 발코니(34)가 그리고 
제8 레벨에서 신속한 이송 발코니(36)가 제공된다. 부가적으로, 제10레벨에서, 빈 컨테이너를 다루기 위
한 신속한 이송 발코니(38)가 있다.

이 신속한 이송 발코니(34와 36) 각각에 고속 이송기(28)를 가진 이송 발코니(26)와 같은 방식으
로 두개의 고속 이송기(28)가 제공된다. 또한 비슷하게, 빈 컨테이너를 위한 신속한 이송 발코니(38)가 
전술한 것과 같은 종류의 고속 이송기(28)를 갖는다. 설비에서 가능한 한 높게, 빈 컨테이너 신속 이송 
발코니 및 더 낮은 무게의 선적된 컨테이너를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량의 선적된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만을 다루면 이 설비의 상측 레벨의 능력을 운반하는 구조적 하중이 강철을 덜 필요로 하기 때문
에, 이 구조의 상측 레벨 및 발코니를 위한 선적 조건 및 빌딩 강도가 더 낮은 발코니 및 구조에 대해서
와 같이 크지 않다.

고지 수용 및 배달 크레인(44)이 이 설비의 제2 레벨로부터 작동한다. 6개의 수용 및 배달 크레
인(44)은 선적된 컨테이너 설비의 고지측에 제공된다. 이들 크레인은 종래의 구조이고 고지뱅크상에 제2 
레벨 공간에 컨테이너를 배달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고 이것을 레일 카 또는 트럭에 놓거나 또는 레일 
카 또는 트럭 또는 다른 육상 운송 수단으로부터 이 컨테이너를 제거하며, 그리고 이것을 처리를 위해 선
적된 컨테이너 설비로 가져간다.

이 시스템에 ASRS 시스템을 가진 산업에서 잘 알려진 종류의 중앙 통제실(46)이 제공된다. 이 통
제실에서, 작업자는 텔리비젼 모니터 및 다른 측정기를 보면서 두부, 빈 컨테이너 그리고 수용 및 배달 
크레인을 원격 제어로 제어한다. 내부 크레인은 컴퓨터로 제어될 수 있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 원격 제어
로, 통제실의 작업자에 의해 텔리비젼과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감시한다. 결국, 이들 크레인 모두는 완전 
자동화되고 컴퓨터 제어된다.

빈 컨테이너 설비(12)를 선적된 컨테이너 설비(10)가 고지 측면의 길이 방향을 따라 중간에 그리
고 이것에 접근할 수 있게 위치시키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능 작용에 필수적이다. 이 설비는 제3도에 부
분적으로 도시된 수직 방향의 다수 셀(48)이 제공되는 점에서 선적된 저장 컨테이너 설비(10)와 다르다. 
동일한 해양 캐리어의 동일 길이와 폭의 빈 컨테이너가 도시된 것처럼 각각 셀에서 14개 이상 높이까지 
적층될 수 있다. 이 컨테이너들은 수직 방향 코너 포스트(corner post)(49)에 의해 안내되고 선적된 저장 
컨테이너 설비에서보다 더 비싼 분리된 담겨진 저장 공간 또는 구조물에 있지 않다. 이는 필요한 전체 지
면을 감소시키며, 그리고 이 빈 컨테이너 저장소 설비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강철의 양과 볼륨, 또한 빈 
컨테이너를 다루는 시간 그리고 비용을 감소시킨다. 어떤 한 셀에 있는 컨테이너가 모두 동일 크기이며 
동일한 해양 캐리어 것이기 때문에, 정상 동작에서 별도로 회수되고 제거되는 것 각각을 가질 필요가 없
다. 오히려, 삽입되는 마지막 것이 제거되는 첫번째 것이다. 각각의 셀이 주어진 머쉰을 이용하는 해양 
캐리어의 컨테이너 모두를 공급한다. 운송업자와 컨테이너의 크기가 바뀌면, 셀의 크기가 그것을 공급할 
수 있게 조절된다.

빈 저장 설비를 위한 컨테이너가 어떠한 셀에라도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 셀에 또
는 이 셀로부터 신속한 이송 빈 컨테이너 발코니(38) 또는 크레인 아래 트럭 또는 레일 카로 이동시킬 수 
있는 다수의 빈 저장 컨테이너 크레인(50)에 의해 조종된다. 전술한 것처럼, 신속한 이송 발코니가 빈 컨
테이너를 다루는데 이용되고 전제 제10레벨 신속 이송 발코니가 빈 컨테이너에 제공된다. 어떤 배들은 배
에 선적된 빈 컨테이너의 50% 이상을 가질 수 있고, 빈 컨테이너의 이와 같은 조종은 대단히 중요하다. 
더우기, 빈 컨테이너는 상품 및 부패하기 쉬운 제품으로 가득한 컨테이너에 맞은편에 있는 빈 컨테이너가 
일년 또는 그 이상과 같은 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고 저장될 수 있다. 빈 컨테이너 또는 컨테이너들을 얻
는 것이 바람직할 때, 컨테이너의 필요한 수가 배가 도착하기 수 시간 전에 알려진다. 그 다음 이들 컨테
이너는 이들 셀로부터 크레인(50)에 의해 제거되고 신속한 이송 발코니(38)로 배달된다. 거기에서 이것은 
신속하게 제거되고, 이들 빈 컨테이너의 배달 속도를 높이도록 내부 크레인을 우회한다. 그 다음 이 빈 
컨테이너는 배 밖에 선적되기 수 시간 전에 선적 컨테이너 설비에 위치될 수 있고, 이것들을 배 밖에 실
는 부두 크레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러종류의 컨테이너의 전형적인 작업이 이제 설명된다. 부두 크레인은 배로부터 컨테이너를 들
어올릴 수 있고, 이것을 저장 공간의 부두 뱅크에 이웃한 부두에서 트럭, 또는 레일 카에 놓을 수 있다. 
이는  너무  큰  컨테이너에  대해  평평한  래크가  필요하거나,  또는  위험한  카고를  가진  컨테이너에 
요구된다. 냉동 컨테이너는 부두 크레인에 의해 배로부터 제거되고 발코니(26)에 그 다음 이송기(28)에 
놓인다. 그 다음 이송기는 공간들 중 하나에 컨테이너를 위치시키고, 내부 브리지 크레인이 그 공간으로
부터 냉동 컨테이너를 제거하며 이것을 제1 및 제2레벨에서 더 낮은 공간들 중 하나에 재위치시킨다. 이
들  레벨에  전원선이  제공되고,  이것은  필요한  경우  냉동  컨테이너에  냉동  장비에  수동식으로 플러그
(plug)된다(컨테이너가 몇 시간 동안 이 시스템에서만 있는 경우, 이것을 전원에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어떤 크기의 표준 선적 컨테이너가, 예를 들어 식별 번호, 또는 AEI 식별로 식별되는, 부두 크레
인에 의해 올려지고, 90°회전되고 이송기(28)에 놓인다. 그 다음 이 이송기는 그 레벨에서 빈 공간 내에 
컨테이너를 위치시킨다. 그 다음, 그 영역에 있는 내부 크레인(20)이 그 공간으로부터 컨테이너를 회수하
고 저장을 위해 컨테이너를 더 낮게, 더 높게 또는 어떤 다른 수평 위치에 재위치시킨다. 이 컨테이너가 
레일 카 또는 트럭(섀시)에 즉시 위치되면, 내부 크레인은 제2 레벨에서 고지 또는 바디를 향한 수용 및 
배달 크레인의 한 공간에 이 컨테이너를 위치시킨다. 그 다음, 이 수용 및 배달 크레인이 레일 카 또는 
섀시(트레일러)에 직접 그 컨테이너를 놓는다.

달리, 선적된 컨테이너가 이 배에서 제거되고 이송기(28)에 놓여 공간들 중 하나에 삽입되어, 내
부 브리지 크레인에 의해 회수되고 그리고 수 일 또는 수 시간 동안의 저장을 의해 다른 공간에 다시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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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한 컨테이너를 부두 뱅크의 한 끝으로부터 선적된 컨테이너 저장 설비의 반대측 끝에 더 가까이 
있는 공간으로, 또는 내부 브리지 크레인의 먼 영역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이 이송기가 이 컨테이너
를 한 공간에 삽입한다. 내부 브리지 크레인이 이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 이것을 신속한 이송 발코니로의 
접근과 함께 고지 또는 바다를 향한 측면에서 (ASRS 장비로) 한 공간에 삽입한다. 신속한 이송 발코니에
서 고속의 이송기가 자동으로 이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신속한 이송 발코니(26)의 전체 길이를 달려가거나 
또는 두대의 배에 서비스가 제공되면, 그리고 제2 이송기가 동작하며, 이것은 구조물 중앙에서 한 공간에 
이 컨테이너를 놓는다. 그 다음 제2 고속 이송기는 그 공간에서 이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이것을 원하던 
공간으로 발코니를 따라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그 다음 이 신속한 이송기가 이 컨테이너를 한 공간에 놓
고 내부 브리지 크레인이 이 컨테이너를 회수하며 이것을 고지 뱅크 또는 부두 뱅크의 다른 위치에 재위
치시키거나, 또는 이것을 수용 및 배달 크레인 위치로 이동시킨다.

육상 운송 수단으로부터 배로 배달하는 동작의 반대 모드는 상기 절차의 역이다. 레일 카, 예를 
들어 선적된 컨테이너를 수용 및 배달 크레인(44 또는 43)에 배달하고, 이것은 컨테이너를 골라내어 90°
회전시켜 이것을 고지 또는 바다를 향한 뱅크의 제2레벨의 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 이 영역을 
위한 내부 브리지 크레인은 이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이것을 부두 뱅크에서 제7 레벨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거기에서 이송기가 이것을 적당한 부두 크레인에 배달한다.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이송기 중 
하나가 이 컨테이너를 원하던 부두 크레인 위치로 이동시키는데 이용된다. 또는, 신속한 이송기의 이용 
또는 불이용으로, 이 시스템은 이것을 자동적으로 배 밖에서 나중에 실을 부두 크레인에 가까운 저장 공
간으로 이동시킨다.

필요할 때, 빈 섀시 저장 설비(52)가 18개 깊이까지 각각의 공간에서 여러개의 빈 섀시를 저장하
는데 제공될 수 있다. 초기에, 섀시는 동일한 지면 공간에서 종래대로 저장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도시되고 설명되어 있고, 변형예가 당해 기술자에게 명확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도면에 공개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격된 다중 컬럼에 배열된 다수의 수직 및 수평 이격 선적 컨테이너 저장 공간을 가지며, 저장 
공간의 한 다중 컬럼은 컬럼들에 인접한 내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 공간(18)을 구비한 해향 측면과 
상기 내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 공간(18)상에 자동 조정 브리지 크레인(20) 및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공간의 해향 측면상의 부두 크레인(24)을 갖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저장 공
간은 공간의 다중 레벨과, 저장 공간의 동일한 또는 다른 레벨에서 고지 측면 및 외부 해향 측면을 따르
는 자동 레일 카 신속 이송 발코니(27,34,36,38), 및 상기 내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 공간에서 하나 
이상의 자동화된 내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을 우회시키기 위해 자동 레일 카상의 컨테이너를 상기 내
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의 적어도 하나의 영역 위의 공간으로 상기 공간을 따라 수평 이동시키기 위
한 각각의 상기 신속 이송 발코니상의 고속 이송 수단(28)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이격된 컬럼의 제1 및 제2 이격 뱅크(14,16)(바다쪽 그
리고 고지쪽)을 구비하고, 상기 내부 공간 조종 브리지 크레인 공간(18)은 상기 두개의 뱅크들 사이의 내
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이며, 상기 자동화 조종 브리지 크레인(20)은 내부 브리지 크레인이며,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18) 내에서 각각의 부두 크레인(24)을 위한 두개의 뱅크는 각각 상기 내부 브리지 크
레인 공간의 길이내에서 조종가능한 이격된 영역에서 동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
장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선적  컨테이너  저장  공간들의  뱅크는  각각  부두면에  평행한  수평  길이를 
가지며,  또한  저장  공간들의  뱅크의  전체  수평  길이  외부에  적어도  하나의  신속한  이송 발코니
(27,34,36,38) 및 상기 발코니의 전체 길이에 걸쳐 레일을 따라 이동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레일 카 컨테
이너 이송 수단(28)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발코니(27,34,36,38)는 트랙을 가지며, 상기 이송 수단은 상기 발
코니상의 트랙에서 주행하는 자동화 휠 장착 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발코니는 트랙을 가지며, 상기 이송 수단은 상기 발코니상의 트랙 
위를 주행하는 컴퓨터 자동화 휠 장착 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수직 및 수평 이격 선적 컨테이너 저장 공간(10)에 전략적으로 위치 및 
분리되며, 상부 컨테이너가 항상 다음으로 이동되도록 개별 수직 셀에서, 하나를 다른 것의 상측에 직접 
적층 배열하는 방식으로, 다른 캐리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동일 크기의 동일 해양 캐리어 또는 캐리어들
의 여러개의 빈 컨테이너를 수용 및 저장하기 위한 수직 셀을 가지는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12) 및 상기 
전략적으로 위치된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12)와, 또한 짧은 시간 동안 빈 컨테이너를 저장하는 다수의 

10-5

1019950704449



수직 및 수평 이격 선적 컨테이너 저장 공간 사이로 빈 컨테이너를 전달 및 수용하기 위한 수단(44.5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7 

뱅크 외부를 따라 제공된 수직 및 수평 이격 컨테이너 저장 공간 발코니의 두개를 뱅크(14.15)를 
가지며, 상기 발코니에 따른 각각의 저장 공간은 상기 발코니로 또는 발코니로부터 컨테이너를 전달 및 
수용하도록 개방되며, 상기 저장 공간의 뱅크는 제1 내부 공간 측면의 브리지 크레인 공간(18)과 상기 브
리지 크레인 공간의 적어도 두개의 브리지 크레인(20)을 가지며, 상기 뱅크는 각각 수평 길이 및 수직 높
이를 가지는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상기 브리지 크레인을 
지나 상기 제1 측면의 맞은편 뱅크의 제2 측면을 따라 뱅크의 길이 방향을 따른 상기 저장 공간 단부 개
구부를 지나 상기 공간들의 뱅크의 외부로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브리지 크레인을 우회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공간들에 대한 두개의 이격된 제1 및 제2 뱅크(14.16)를 구비하고, 상기 
브리지 크레인 공간(18)은 뱅크들 사이의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이며, 상기 브리지 크레인(20)은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내에서 컴퓨터 제어하의 별도의 조절 영역에서 각각 작동되는 내부 브리지 크레
인 공간내의 내부 브리지 크레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의 적어도 하나의 내부 브리지 크레인 영역(20)을 
우회시켜, 컨테이너를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공간의 외부에서 상기 저장 공간의 제2 뱅크(14)를 따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신속한 이송기로 내부 컴퓨터 자동화 브리지 크레인(20)을 우회시킨 후 저장 공
간에 컨테이너를 위치시키며, 다음에 다른 내부 브리지 크레인으로 한 뱅크(14.16)의 한 공간으로부터 제
1 또는 제2 뱅크의 저장 공간으로 상기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부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른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수직 및 수평 이격 컨테이너 저장 공간의 두개의 뱅크(14.16)를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로부터 이격된 위치의 셀에서 하나를 서로의 상측에 직접 수직 적층시키는 방식으로 하나 이상
의 해양 캐리어에 의해 사용된 것과 같은 길이의 다수의 빈 컨테이너를 위치시키며, 상기 저장 뱅크에 일
시적으로 저장시키기 위한 수직 적층물로부터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뱅크의 해양 측부를 통해 해양 캐
리어로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저장 설비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방법.

청구항 12 

개별 공간에서 서로로부터 분리된 선적 컨테이너를 저장하기 위한 다수의 개별 조립된 수직 및 
수평 분리 공간을 갖는 다중-레벨 자동 저장 및 검색 시스템(ASRS)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 및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로 또는 그로부터 컨테이너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24.43.32)을 포함하는, 레일 
카, 트럭 또는 배에 또는 이것들로부터 원양 항해 컨테이너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하는 해양 또는 육상 
터미널에서 작업을 위한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장치에 있어서,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로부터 
전략적으로 위치 및 분리되며, 상부 컨테이너가 항상 다음으로 이동되도록 개별 수직 셀에서, 하나를 다
른 것의 상측에 직접 적층 배열하는 방식으로, 동일 크기 및 상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동일 해양 캐리어 
또는 캐리어들의 여러개의 빈 컨테이너를 수용 및 저장하기 위한 수직 셀을 가지는 빈 컨테이너 저장 설
비(12) 및 상기 전략적으로 위치된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12)와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 사이로 빈 
컨테이너를 전달 및 수용하기 위한 수단 (44.5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장치.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는 적어도 제1  및 제2  연장 세로 수직 뱅크
(14.16)에 공간을 가지며, 상기 제1뱅크(16)는 부두(해향)측면을 가지며, 상기 제2 뱅크는 고지 측면과 
중간에 이격된 내부 브리지 크레인(18) 및 상기 크레인 공간(18)의 제1 및 제2 뱅크(14.16) 사이의 ASRS 
컨테이너 브리지 크레인(20)을 가지며, 상기 빈 컨테이너는 상기 제2 뱅크(14)의 고지 측면을 통해 상기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12)로부터 이동될 수 있으며, 이어서 양 뱅크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상기 
크레인 공간(18)을 통과하며, 이어 선적되기 바로 직전에 상기 부두 측면상의 제1 뱅크(16)로 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장치.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뱅크(14)의 고지 측면상에 적어도 하나의 신속 이송 발코니(34.35)를 포
함하며, 일차 빈 컨테이너 신속 이송 발코니(38)는 상기 내부 크레인 공간(18)에서 내부 컨테이너 브리지 
크레인 영역을 우회하여 상기 연장 제2 뱅크를 따라 빈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컨테
이너 이송기(28)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종 및 저장 장치.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된 빈 컨테이너 저장 설비(12)는 상기 제2(고지)뱅크의 양 단부에 근
접하기 위해 상기 연장 세로 제2 뱅크(14)의 길이를 따라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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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의 신속 이송 발코니(34,36)는 상기 일차 빈 컨테이너 신속 
이송 발코니(38) 아래에 위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컨테이너 조정 및 저장 장치.

청구항 17 

서로로부터 분리된 선적 컨테이너를 보유하기 위한 공간의 부두 뱅크 및 고지 뱅크(14.16)를 갖
는 수직 선적 컨테이너 설비(10)를 포함하며, 동일한 길이의 주어진 셀에서 상기 빈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동일한 해양 캐리어 또는 캐리어들의 다수의 빈 컨테이너를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로부터 이격된 위치
의 셀에서 하나를 다른 것의 상측에 직접 수직 적층시키는 방식으로 위치시키며, 상기 빈 컨테이너를 일
시적으로 저장시키기 위해 수직 적층물로부터 이동시키므로써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를 통해 
해양 캐리어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 ASRS 컨테이너 저장, 선적 및 수용 설비(12)에서 빈 
컨테이너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배로 선적하기 바로 전에, 상기 빈 컨테이너를 선박, 레일 카 또는 트럭에 적
하되기 전 빈 컨테이너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로 이동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수직 ASRS 컨테이너 저장기 선적 및 수용 설비(12)에서 빈 컨테이너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저장 공간들의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 고지 및 부두 뱅크(14.16) 
는 내부 브리지 크레인(20)을 갖는 내부 브리지 크레인영역(18)에 의해 연결되며, 상기 빈 컨테이너를 이
송하는 단계는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20)의 저속 이동을 우회하여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영역을 지
나 외부에서 한 뱅크를 따라 상기 빈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 
ASRS 컨테이너 저장기 선적 및 수용 설비(12)에서 빈 컨테이너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는 그 위로 자동 레일 카가 이동 컨테이너를 
(브리지 크레인의 속도와 비교하여)  고속으로 이동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 신속 이송 컨테이너 발코니
(27.34.36.38)를 가지며, 상기 하나의 뱅크를 따라 빈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단계는 상기 신속 이송 발
코니를 따라 컨테이너를 이동시켜 상기 저속 내부 브리지 크레인을 우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수직 ASRS 컨테이너 저장기 선적 및 수용설비(12)에서 빈 컨테이너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위
한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빈 컨테이너를 이송시키는 단계는 빈 컨테이너를 저장 공간을 통해 상기 
내부 브리지 크레인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따라서 저장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이어서 상기 내부 
크레인 영역을 통해 상기 부두 뱅크로 이동시키고, 이어서 상기 부두 뱅크를 통과하는 단계를 부가로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 ASRS 컨테이너 저장기 선적 및 수용 설비(12)에서 빈 컨테이너를 저장 
및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선적 및 빈 해양 컨테이너를 조정하기 위한 ASRS 용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컨
테이너는 일반적으로 랙 저장소와 같은 ASRS 시스템에 관련된, 기타 컨테이너들로부터 이격된 특수 공간
에 각각의 컨테이너와 함께 그릴 형상으로 배열된 이격된 열과 지주 형상의 고지 및 부두 뱅크(14,16)에 
있는 멀티-레벨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10)에 저장된다. 빈컨테이너는 저장된 선적 컨테이너 저장 설비
로부터 근접가능하게 이격된 개별 설비에 저장되며, 저장된 선적 컨테이너 설비 및 동일 해상 캐리어의 
컨테이너는 개별 셀에 하나를 다른 것의 상측에 직접 적층시킨다. 공간의 고지 뱅크(14) 및 부두 뱅크 사
이에서 조종되는 컨테이너는 다수의 컴퓨터 가동 내부 브리지 크레인(20)에 의해 고지 및 부두 공간 사이
로 이동된다. 상기 고지 및 부두 뱅크는 외부 신속 이송발코니(26,36)와 함께 제공되며, 상기 이송 발코
니는 내부 브리지 크레인(20)의 저속 운동을 우회하므로써 컨테이너를 선적 컨테이너 설비의 길이를 따라 
같이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되게 하며, 따라서 컨테이너의 전계를 더욱 신속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상기 
빈 컨테이너는 선적되기 바로 직전에 내부 브리지 크레인의 저속 운동을 우회하기 위하여 상기 설비상의 
상향으로 신속 이동 빈 컨테이너 발코니(38)를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상기 설비를 따라 한 위치로부터 
부두 크레인이 선적될 다른 위치로 이동된다. 또한 빈 컨테이너가 선박으로부터 하역될 때 이러한 공정은 
반대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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