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전방위 추진기(Azimuth propeller)는 전기모터로 프로펠러 하우징(Housing)을 회전하며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발생할 수 있는 추진기

를 의미한다. 전방위 추진기는 항만에서의 접안성능 및 조종성능을 향상시키고 동적위치제어(Dynamic positioning, DP)를 가능케 하므

로 해양특수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화두가 되는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자동 이·접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추진·조타 시

스템이 아닌 선수 추진기 및 전방위 추진기가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방위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의 조종성능에 관한 연구는 지

속해서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선박의 조종성능은 크게 선회성능, 변침성능, 정지성능으로 구분된다. 전방위 추진기는 주로 2기 이상이 장착되므로 선회 및 변침을 

위한 추진기 조작에 여러 방법이 존재할 수 있고, 이는 선박을 정지하기 위한 조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선장과 도선사들의 견해에 따르

면 전방위 추진기를 갖춘 선박의 경우 정지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단축 프로펠러를 갖춘 선박 대비 긴급정지까지의 이동거리를 50% 이
상 단축시킬 수 있다(Nowicki, 2014). 선박의 정지성능에 관한 연구는 조종수학모형을 이용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Nakato et al., 1976; 
Yoshimura, 1994). 최근에는 자유항주시험(Free-running model test, FRMT)이나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하여 실선의 정지성능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Ueno et al., 2017; Sun et al., 2018). 그러나 전방위 추진기를 

이용하여 선박의 정지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선 시운전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방위 추진기를 이용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실선 시운전을 통하여 도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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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실선 시운전은 부경대학교 해양탐사선 “나라호”로 수행되었다. 전방위 추진기의 조작을 달리한 5가지 방법으로 선박의 정지를 시

도하였다. 수행된 시험 결과로부터 선박의 정지거리를 분석하여 제시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고찰하였다.

2. 실선시험 준비

2.1 시험선 및 전방위 추진기

본 연구는 부경대학교 해양탐사선 나라호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나라호의 일반배치도와 제원은 각각 Fig. 1, Table 1과 같다.
나라호에는 2기의 Rolls-Royce US 155 CRP가 장착되어 있다. Rolls-Royce US 155 CRP는 한 쌍의 상반 회전 프로펠러(Contra-rotating 

propeller)가 장착 된 전방위 추진기이다. 나라호의 전방위 추진기의 모습과 제원은 각각 Fig. 2, Table 2와 같다.

Fig. 1 General arrangement of NARA

Table 1 Principal dimensions of NARA

Item Value

Length overall, LOA 70.7 m

Length between perpendicular, LBP 59.7 m

Breadth 13.5 m

Draft 4.7 m

Displacement 1,494 t

Metacentric height, GM 0.6 m

Designed speed 7.1 m/s (13.8 kt) 

           

Fig. 2 Azimuth propeller of N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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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zimuth thruster units of NARA

Item Value

Max. power on the input shaft 1,100 kW

Main engine nominal speed 0-1200 rpm

Max. allowable torque on the input shaft 8.75 kN·m

Gear reduction ratio in unit 5.311:1

Propeller type Contra-Rotating propellers (CRP), Monoblock, Fixed pitch

Propeller diameter 2200 mm / 1950 (front / aft propeller)

Number of propeller blades 4 / 5 (front / aft propeller)

Propeller revolution speed 0-226 rpm

Stem length 3,620 mm

Steering speed 3 rpm

2.2 시험방법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는 1994년 조종성능기준(Maneuverability resolution)을 제정하여 선박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조종성능을 규정하고, 이를 만족하도록 법제화 하였다. 정지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는 긴급정지시험(Crash 
astern test)과 관성정지시험(Stopping inertia test)이 있으며 상선 시운전의 경우에는 긴급정지시험이 수행된다. 긴급정지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정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선박의 엔진에 연료공급을 중단하여 추진기를 공회전(Windmilling) 시키고, 연속최대출

력(Maximum continuous rate, MCR)시 회전수의 약 20%가 되면 엔진을 역회전시켜 선박을 정지시킨다. 정지시험을 통하여 도출해

야 하는 데이터는 Fig. 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지하는 동안 이동한 정지거리(Track reach), 전진거리(Head reach), 측 방향 거리

(Lateral deviation)이다(ITTC, 2017).
앞서 설명한 선박의 정지 과정은 모든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전방위 추진기를 장착한 선박의 경우 다음

과 같은 추가적인 선박정지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직진상황에서의 전방위 추진기의 각도를 0°라 정의했을 때, 전방위 추진기를 

180° 회전시켜 추력의 방향을 바꾸어 선박을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역추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지성능이 향상 될 

수 있으나, 전방위 추진기를 회전시킬 때 프로펠러 날개에 과한 하중이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역추진과 동시에 전방위 추진기를 

일정 각도로 회전시켜 하우징 및 스트럿(Strut)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선박 정지목적에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방위 추

진기를 일정 각도로 회전시키면 날개면과 유사한 형상을 갖는 프로펠러 하우징 및 스트럿에 받음각(Angle of attack)으로 인하여 

양력과 항력이 발생하고, 이를 선박 정지에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wicki(2014)가 수행한 5가지 방법으로 선박의 정지

를 시도하였다. 수행된 선박정지방법에 대한 설명은 Table 3과 같다.

Fig. 3 Definitions used in stopping trials (ITT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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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se description of the stopping procedure (Nowicki, 2014)

Case Description

1 Inertia stopping (propellers windmilling) with the azimuths angle of deflection 90° outwards

2 Stopping with the azimuths angle of deflection 90° outwards. Propellers revolutions not changed.

3
Stopping by turning azimuths around (180°). When turning azimuths, number of propellers revolutions reduced, afterwards 
propeller revolutions returned back.

4 Stopping by changing the propellers direction of revolution. Astern number of propeller revolutions the same as ahead.

5
Stopping by indirect maneuver: deflection of azimuths by 30° outwards, with simultaneous reversing of propellers. Astern 
number of propellers revolutions the same as ahead

3. 실선시험 결과

본 시험은 2019년 4월 23일 남해안 미조면 근해(위도: 34.72°, 경도: 128.11° 부근)에서 진행되었다.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해역에서의 풍속과 풍향의 평균은 각각 6.5m/s, 15.8°였고, 조류는 측정하지 못하였다. 초기 속도는 나라호의 항해속력(Service 
speed)의 약 65%에 해당되는 4.63m/s(9kts)로 설정하였다. IMO(2002)의 규정에 따르면 정지시험은 항해속력(Service speed)의 90%
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해당 속도에서 선체의 진동이 심한 관계로 4.63m/s(9kts)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데

이터의 계측 주기는 1Hz이고, 선박의 위치정보는 경위도 좌표로 계측되나 본 논문에서는 UTM(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좌표

로 변환하여 표기하였다. 계측되는 속도는 대지속도(Ground speed)인데 실 해역은 바람과 조류와 같은 환경외란이 존재하여 선박

을 대지속도 기준으로 정확히 정지시키기 어려우므로 초기 선속의 10%, 즉 0.46m/s(0.9kts)이하가 되면 정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정지거리, 전진거리, 측 방향 거리, 정지시간(Time to dead)를 도출하였다.  각 정지 방법 별 시험결과를 도시한 그래프는 Figs. 4-8
과 같다. 그래프의 좌측은 선속과 정지거리, 우측은 선박의 궤적을 보여준다.

 각 정지방법 별로 정지거리, 전진거리, 측 방향 거리, 정지시간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전방위 추진기를 바깥 방향으로 90° 회전하여 선박을 정지하는 Case 1, Case 2는 스트럿과 하우징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선박 

정지목적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전방위 추진기를 180° 회전하여 선박을 정지하는 Case 3과 역추진으로 선박을 정지하는 Case 4
는 추진기의 추력을 정지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역추진을 하며 전방위 추진기를 바깥 방향으로 30° 회전시킨 후 선

박을 정지하는 Case 5는 스트럿과 하우징에 작용하는 유체력과 추진기의 추력 모두를 정지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Case 1과 Case 
2 간 차이는 추진기 회전 여부에 있다. 추진기 회전으로 인한 유체의 가속은 선체의 이동 속도에 더해져 프로펠러 하우징과 스

트럿에 받음각을 형성한다. Case 1과 Case 2 간 프로펠러 하우징과 스트럿의 받음각 차이로 선박 정지방향 유체력이 달라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지거리 차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Case 3, Case 4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역추진을 이용하여 선박을 

정지하는 방법이 전방위 추진기를 180°회전하는 방법에 비해 정지거리를 약 21%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

박이 정지하는 방향으로 추진기의 추력이 작용하기 까지 걸린 시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에 정리된

Fig. 4 Stopping test results for 1st stopp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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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opping test results for 2nd stopping mode

Fig. 6 Stopping test results for 3rd stopping mode

Fig. 7 Stopping test results for 4th stopping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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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topping test results for 5th stopping mode

Table 4 Stopping test results

Case
Track reach, TR Head reach, HR Lateral deviation, LD Time to dead, TD

(m) (LBP) (m) (LBP) (m) (LBP) (s)
1 313.84 5.26 230.83 3.87 121.58 2.04 155
2 260.88 4.37 257.75 4.32 32.65 0.55 157
3 145.80 2.44 144.83 2.43 11.85 0.20 61
4 114.70 1.92 114.74 1.92 5.59 0.09 56
5 107.15 1.79 106.99 1.79 3.54 0.06 56

제원을 보면 전방위 추진기의 조향속도(Steering speed)는 3rpm이므로, 전방위 추진기를 180° 회전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
초이다. Case 3는 전방위 추진기의 회전이 완료된 후 역추진을 시작하게 된다. Fig. 6을 보면 약 25초 이후 속도감소율이 커지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Case 4는 정지시험이 시작되면 회전수 감속 후 바로 역추진을 시작하기 때문에 Case 3 에 비해 선박정지방

향의 추력발생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두 방법 모두 추진기의 의한 후류는 선미 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는 선미 쪽 압력분

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체에 작용하는 저항에 영향을 준다. Case 3의 경우 Case 4 대비 추진기의 위치가 선체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선박이 정지하기 까지 이동한 거리를 늘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Case 5의 결과를 보면 모든 방법 중 선박을 정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방위 추진기를 30° 회전시키면 정지하는 방향의 추력이 약 13% 감소하게 되나, 받음각

으로 인한 프로펠러 하우징과 스트럿의 항력이 선박의 이동방향에 반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프
로펠러 하우징과 스트럿에 작용하는 유체력을 선박 정지목적에 이용하는 방법인 Case 1, Case 2보다 추진기의 추력을 정지에 직

접적으로 이용하는 Case 3, Case 4, Case 5가 더 효과적인 선박 정지방법으로 확인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을 정지하기 위한 전방위 추진기의 효율적인 조작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경대학교 해양탐사선 나라호

로 실선 시운전을 수행하였고,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방위 추진기의 추력을 선박 정지에 직접적

으로 이용하는 것이 프로펠러 하우징 및 스트럿의 유체력을 이용한 정지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둘째, 역추진을 이용하여 선박

을 정지하는 방법이 전방위 추진기를 180° 회전하는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다. 셋째, 전방위 추진기의 추력과 프로펠러 하우징 및 

스트럿의 유체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선박 정지에 가장 효과적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론이 모든 선속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선속이 달라지면 프로펠

러 하우징 및 스트럿의 받음각이 달라져 시험결과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Case 5에서 적용된 30°의 전방위 추진기 조작각

도가 선박 정지에 최적임을 보장할 수 없다. Case 5의 방법은 추진기의 추력과 부가물에 작용하는 양·항력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식

이기 때문에 전방위 추진기 조작각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선속 및 전방위 추진기 조작각도 별로 체계적으로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순람표(Look-up table)로 정리하여 최적의 선박정지방법을 도출하는 연구가 향후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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