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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은 선박용 덕트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선박의 프로펠러 전방에 설치되어 추
진효율을 향상시키면서도 슬래밍에 의한 파손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
까지 확보한 트위스트 타입 스테이터를 구비한 선박용 덕트장치에 관한 것임.
국문
프로펠러, 덕트, 트위스트 타입 스테이터
영문
Propeller, Duct, Twist type stator

대표
도면

청구항 1.

기술 세부내용

프로펠러의 전방에서 선박의 후미를 이격되게 둘러싼 형태로 설치되는 덕트와;
일단부가 상기 선박의 후미에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덕트의 반경방향으로 연장되
어 상기 덕트를 경유한 후 상기덕트의 외측으로까지 뻗어 있는 형상으로 구비된
복수의 스테이터를 포함하되,
대표
청구항

상기 복수의 스테이터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덕트의 내측과 외측에서 해수의 유
동특성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상기 덕트의 내측에 위치한 내측부와 상기 덕
트의 외측에 위치한 외측부로 구분되고 상기 내측부와 외측부 양자 간의 피치각
도를 서로 다르게 형성한 트위스트 스테이터이며,
상기 트위스트 스테이터의 내측부와 외측부는 길이방향으로 동일 중심축을 가지
고 그 동일 중심축선상에서 피치 각도의 변경이 이루어지며 상기 트위스트 스테
이터의 외측부 피치각도는 상기 내측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도 내지 +30 범위
에서 변경되며,

강도 보강을 위해 일단부가 상기 선박의 후미에 결합된 상태에서 타단부가 상기
덕트의 내주면에 결합된 형태로 상기 덕트 내측에만 제한적으로 형성된 하프 스
테이터가 더 포함되되, 상기 하프 스테이터는 해수의 유속이 커서 유체하중이 상
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선미의 축 중심 하측으로 형성되되, 상기 덕트가 선미의
축 중심으로부터 상측으로 치우쳐 편심된 형태로 형성되어 상기 하프 스테이터의
길이가 상기 트위스트 스테이터의 내측부보다 짧게 형성되도록 하며,
상기 트위스트 스테이터의 피치각도의 변경은 상기 프로펠러 직경의 60% 내측
범위에서 이루어지되, 상기 트위스트 스테이터의 내측부 피치각도는 -10도 내지
+10도의 범위에서 형성되며, 상기 트위스트 스테이터에서 상기 덕트의 내측에 위
치한 내측부의 전후 폭이 상기 덕트의 외측에 위치한 외측부의 전후 폭보다 좁게
형성되어 상기 프로펠러의 전방에서 선회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며,
최상측을 기준으로 하여 우현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방위각을 산정하였을 때 선
박의 좌현에는 방위각 225도 내지 285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내에 상기
스테이터가 2개 이상의 개수로 설치되고, 선박의 우현에는 방위각 75도 내지 105
도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내에 상기 스테이터가 1개 이상의 개수로 설치되
되, 상기 스테이터 중 트위스트 스테이터는 선박의 좌현과 우현에 각각 적어도 하
나씩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선박용 덕트장치.
 트위스트 타입 스테이터를 구비한 선박용 덕트장치는 선박의 프로펠러 전방에 설치되
어 추진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슬래밍에 의한 파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적 안전성까
지 확보한 기술임.
 덕트의 내측과 외측의 피치각도를 달리 하여, 내측과 외측에서 다르게 형성되는 해수의
기술의 효과

흐름방향과 유속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제어가 가능하여 프로펠러의 추진효율을 효과적
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트위스트 스테이터와 더불어 덕트 내측에만 설치되는 하프 스테이터의 조합을 통해 덕
트 외측에서는 추진효율을 높이고 덕트 내측에서는 강도 보강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TRL
기술의 구현 수준
 중대형 선박
 잠수함

응용분야

기술의 차별성

 피치각도를 다르게 한 트위스트 스테이터의 구성을 통해 선미의 축 중심으로부터 떨어

진 거리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해수의 유동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타 복합 추진 장치
및 장점

에 비해 추진 효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음.
 트위스트 스테이터와 하프 스테이터가 복합적으로 장착되어 덕트 내측에서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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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선급,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선박의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

기술동향

(자료: NYK LINE)

[일본 NYK LINE의 MT-FAST]

(자료: CMA CGM)

[중국 CMA CGM의 고효율 선박 장치 설계]

 선박 운항시 파도와 해류 등 복잡한 물의 흐름으로 프로펠러의 효율에 유리한 입사각
이나 후류의 흐름을 얻기 어려우므로, 프로펠러 전후에 설치된 부가 장치를 통해 에너
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이 다수 진행 중임.
 일본의 초대형 해운기업인 NYK LINE은 MT-FAST, 이중반전 프로펠러, 공기윤활 시스템,
전자제어 엔진 개발을 통해 선박의 추진력을 높였고, 벌크선 4척에 본 기술을 적용함.
 중국 CMA-CGM은 프로펠러 앞에 장착되어 추진력 개선 효과를 내는 pre-swirl stator
와 선수부의 최적화 설계 및 twisted edge 방향타를 적용한 설계를 채택함.
 싱가포르의 APL은 선박 프로펠러 뒤 방향타에 날개를 장착해 프로펠러 회전으로 발생
하는 회전류를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Thrust Fin을 부착한 선박을 운영함.
 대우조선해양은 프로펠러 앞부분에 4개의 전류고정날개(Pre-swirl stator)를 장착하여

4~6%의 연료절감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VLCC에 장착함.
 현대중공업은 프로펠러 뒤 방향타에 날개를 장착해 회전류를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날
개달린 선박”을 개발하였으며, 4~6%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어 하루 300톤 이상의 연료
를 소비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 연간 240만 달러, 25년 운항 기준 6,000만 달러
의 연료절감 효과가 예상됨.
(단위 : 천DWT)

종류

‘17

‘18

‘19

‘20

컨테이너선

1,422

1,496

1,386

1,429

PC선

6,085

6,228

6,569

6,830

벌크선

42,447

41,133

41,555

43,339

대형유조선

13,915

14,210

14,616

14,986

(자료: Clarkson)

(자료: 중소기업청, 2016)

[선종별 세계 발주량 동향]
[선종별 신규수요량 추정(‘17∼‘20)]
 2017년 5월 기준, 누적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소폭 증가하였고, 건조량은 소폭 감소 추
세를 보였으며, 전 세계 발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11.0% 증가한 653만CGT를 기록함.
 동 기간 세계 선박건조량은 2.4% 감소한 1,624만CGT를 기록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건
조량이 각각 14.2%와 13.8%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구조조정의 여파로 부진하였던 중국
목표시장 동향

의 건조량이 24.5% 증가하여 세계 건조량 감소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
 상반기 중 선종별 발주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크루즈선이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벌크선의 비중이 감소하고 탱커의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한국
의 수주 또한 탱커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 수주량은 부진한 수준.
 크루즈선의 경우 관광시장의 확대로 여전히 많은 양의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계
조선소들에게 호재가 되고 있으나, 크루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 추이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중대형 선박의 신규 수요량 추정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은 대부분 2015년 발주 진
행되어 당분간 신규발주의 필요성은 없으나 2019년 인도를 목표로 하는 선박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PC(Product Carrier)선의 경우 수주 잔고 감소로 인해 점차 수요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
이며, 벌크선은 2017년 이후 신조선발주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대형
유조선의 경우 2013~2015년 수주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수요량이 크게 증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대상 기술인 추진효율 향상을 위한 트위스트 타입 스테이터를 구비한 선박용 덕트장치
는 선미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해수의 유동특성을 고려하는 장치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후 전망성

설계를 통해, 타 추진 장치에 비해 추진 효율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선박의 친환경·고
효율화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기술임.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기
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해당 기술이 실용화되면 친환경·고효율 선박 제조에 있어
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