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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의 제동력에 대한 연구
The study of Braking power of  Dual-mode Mooring 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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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 of Braking power

1. 서론

거의 모든 기계장치에 있어 브레이크는 운동을 감속 또

는 정지시키고, 그 정지상태를 유지하는 등 제어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박은 일단 건조되면, 
항상 흔들리는 수면 위에 있어야한다. 이때 배가 항해중이

라면 윈드라스 윈치로 닻을 내려서 멈추고, 계류 중이라면 

무어링 윈치를 통하여 로프를 부두의 비트에 로프를 걸어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자하며 이 ‘정지상태의 유지’가 무어

링 윈치 브레이크의 주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링 윈치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선박의 계류 시 브레

이크 밴드가 원주가압에 의해 무어링 윈치 드럼을 고정하

여 무어링 윈치의 풀림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계류

시 제동력 부족으로 인해 계선로프의 루즈(loose)현상의 발

생으로 무어링 윈치 드럼과 밴드사이 슬립(slip)현상이 발생

하게 되어 선박의 계류가 불완전하게 되어 선박의 유동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선박에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정된 제동력을 가지며, 또한 순간적인 

제동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무어링 윈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무어링 윈치는 응력이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전단에 약한 브레이크 라이닝의 파손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모델을 분리하여 제동력

이 향상시킨 무어링 윈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제목

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의 제동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 우선 

기존의 일체형 무어링 윈치의 제동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기존의 일체형 무어링 윈치는 그 작동원리가 밴드 브레이크와 

매우 흡사한 경향을 가지며, 밴드 브레이크의 각도에 따른 제동력

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    cos
     cos

  

↑    sin
  sin

   

이와 같은 식으로 무어링 윈치의 각 는 다른 브레이크의 제동 

중 정지의 역할보다는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의 비중이 

더 크며 이에 대한 각 각도에 따른 제동력 분포는 Fig. 2와 같이 

나타난다.

Fig. 2 The braking power of the angle

3. 제목

이를 범용해석 프로그램인 ANSYS Workbench 10.0을 이용하

여 해석한 결과 이론과 비슷한 경향의 응력분포를 나타냈으나, 
밴드 브레이크와는 달리 링크구조의 연결로 인한 단면적의 증가

로 링크로 연결된 사이부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Analysis of Mono-mode Mooring Winch

반면 분리된 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보다 고른 응력분포를 나타내며 최대응력은 감소하였고, 평균응

력 또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4 Dividing point of Mooring 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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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alysis of Dual-mode Mooring Winch

또한 끊어진 전후의 응력을 비교한 결과 끊어진 직후에서는 

응력이 감소하였지만, 하단부에 가면서 점차 끊어지기 직전과 

지기 전에서 더 높은 응력이 나타났다. 또한 일체형 무어링 윈치에

서는 위치에 따른 응력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반면 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에서는 응력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a) Stress graph of mono-mode Mooring Winch

(a) Stress graph of dual-mode Mooring Winch
Fig. 6 Analysis of Mono-mode Mooring Winch

4. 결론

기존의 무어링 윈치와 분리된 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에 작용하

는 응력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동일한 압력으로 가압을 하여도 듀얼모드 무어링 윈치에서는 

최고응력이 기존의 일체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모델에 비해 라이닝에 더 높은 압력을 사용할 수 있다.
2. 또한 전체적으로 고른 응력분포가 나타나게 되어 제동력이 

향상된다.
3. 마지막으로 기존의 모델에 비해 발생하는 최고응력이 낮으므

로 피로수명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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