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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서·남해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G/T 7톤급 연안 안강
망어선은 어민들의 생업을 지탱하고 있는 주력 어선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엔진 및 프로펠러가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축계 개발은 미흡한 실정으로 인해 축의 처짐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관부의 수리와 사고를 발생시
키며, 조업활동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엔진 및 프로펠러의 규모에 맞는 축계를 설
계하고 축의 지름 변화를 통해 처짐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Fig. 1. Modeling

Fig. 2. Boundary Condition

3. 결과 및 고찰

2. 연구방법
한국선급(KR) 규정 ‘제5편 기관장치’의 축계 규정을 바탕
으로 최소 요구치를 계산하고, 축계 지름 변화를 통해 축의
처짐을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Fig. 3. Total deformatio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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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on-Miss Stress (MPa)

축계 규정을 통한 추력 축의 최소 요구치는  116mm로
계산 되었으며, 축계의 지름을 4mm 기준으로 변화시켜 처

(mm)

짐 현상을 분석한 결과 지름이 증가할수록 축의 처짐이 일
정하게 감소하였지만, 응력 결과 값은  128mm에서 가장

Table 2. Material property
Material

Tensile Strenght

Yield Strenght

Elongation

Shaft

620 MPa

330 MPa

70 %

Stern Tube

412 MPa

245 MPa

25 %

Bearing

158 MPa

122 MPa

10 %

적은 응력이 발생하였다.

4. 결 론
축계 규정의 요구치 및 축의 안전성, 제작 원가, 제작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128 ~ 130mm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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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처짐과 안전성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