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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new designed propeller was applied on 24 ton class squid jigging vessel to reduce of fuel consumption. 

The selected squid jigging boat was under construction at the shipyard to determine the resistance of the hull through the 

model experiment.  The propeller design was carried out by using the experimental data and ITTC procedures. Sea trials 

were performed by measuring the speed and the horsepower required by the condition of five power levels of engine load, 

namely 70%, 80%, 90%, MCR and maximum engine power. The speed and delivered horse power were compared between 

the conventional propeller and the new design propeller. Delivered horse power by installing the new propeller takes 90% 

engine load at start-up conducted by decreased 9.06%. The measuring speed is increased up to the 0.6 knots in the low-speed 

range to high range. This study showed that only the design and installation of a new propeller can improve the propulsion 

efficiency of the boats; furthermore, reduce fuel costs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by improving the increased cruis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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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어업환경의 변화와 어족자원의 감소로 말미암아 어가

소득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자원

조성과 관리에 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병행되고 있

다. 잡는 어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인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구상선수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어선의 선형

을 개선하여 조파저항을 줄이거나 (Hong et al., 2011; 

Hong et al., 2015), 또는 추진기를 신규로 설계하여 조업

에 필요한 유류비를 절감하고 있다 (Hong et al., 2010). 

연근해 어업에서는 어선의 집어등을 에너지소모가 적은 

LED로 교체하고, 태양광 발전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Jeong et al., 2014). LED집어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한 연구와 더불어 투망 이후 양망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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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arrangement of 24 ton class squid fishing boat.

동안 기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전력소모

가 적은 작업등의 점등에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An et al., 2012; An et 

al., 2013; Bae et al., 2011).

이미 건조되어 조업에 활용되는 연근해어선의 저항성

능과 추진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 선형 변경을 통해 선체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추진시스템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

다. 선형의 개선을 통한 선체저항 감소를 이루기 위해서

는 FRP어선의 선체건조에 필수적인 FRP몰드의 변경과 

개선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체의 부

분개조를 위한 상가와 선 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소요시

간으로 인하여 조업일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있

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조업일수의 단축은 소득과 직결

되므로 상 적으로 꺼려하기에 선형개선을 통한 효율향

상 기법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추진시스템 개선을 통한 추진효율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추진시스템을 구성하는 엔진, 축계, 추진

기에서 각각의 구성부품에 한 개선방안을 찾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선 전후의 효과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하여 

효율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진시스템을 개

선하여 어선의 항해성능을 향상시킨다면 어선어업분야

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어선에 적용이 가능하므로 성

능검증과 어업인들에게 보급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주로 하는 

24톤급 어선을 상으로 어선의 추진시스템 중에서 24

톤급에 적합한 프로펠러로 인정받아 주문제작 형태로 장

착되는 프로펠러를 신규로 설계하여 개선하는 과정을 보

였다. 또한 모형시험을 통해 설계하여 제작한 신규 프로

펠러를 상 어선에 설치한 다음 해상시운전을 통해 엔

진의 소요마력과 선속에 따른 성능을 기존에 사용되었던 

프로펠러와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제원

어선의 프로펠러를 개선하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4톤급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상선으로 선정하였다. 

추진기를 교체하여 해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선

이 건조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또한 모형시험을 실시하고 

프로펠러를 설계한 이후 제작기간을 고려한다면 해상 진수

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소재한 창남조선에서 

시험연구에 적합한 어선을 건조중이며, 프로펠러 교체를 통

한 해상시험에 선주가 협조하는 것에 동의한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 창남호를 상선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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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s of the resistance test in towing tank of NIFS.

L.O.A (m) 29.60

L.B.P (m) 23.20

B (MLD) (m) 5.00

D (MLD) (m) 1.45

d (MLD) (m) 1.23

▲ (TON) 78.23

▼ (m²) 76.32

 L.W.L (m) 27.10

deq  (m) 0.84

 L/▼1/3     6.39

 L/B 5.42

 B/deq 5.952

 Cb 0.71

 Cp 0.76

 Cm 0.94

 Cw 1.01

 Cvp 0.703

Smld (m²) 150.24

LCB (m) -0.49

ho (m) 0.35

Table 1. Design hull data (Full load cond.).

창남호의 주요 제원은 수선간장 (LBP) 23.4 m, 폭 (B) 

5.0 m, 깊이 (d) 1.45 m이며, 총톤수 (G/T)는 24톤이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작한 출력 850마력의 엔진을 탑재

하고 최고 16노트 선속으로 항해할 수 있다. 창남호의 

일반배치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형제작을 통한 수

조에서의 저항시험과 해석을 위해서는 선체의 제원과 유

체정역학적인 특성에 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것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모형시험

모형선을 이용한 저항시험으로 전체저항을 계측하고 

선수와 선미의 트림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수조시험용 

모형선은 선주가 제공한 상선의 선체선도 (lines)를 이

용하여 축척 (scale) 11.5로 정밀하게 제작하였다. 모형의 

크기가 상 적으로 작으므로 저항계측의 정도향상을 위

하여 선수부 9½ 위치에는 난류발생 촉진장치 (stud)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선미의 부가물인 방향타 

지지  (shoe-piece)와 방향타 (rudder)를 제작하여 실선

과 동일한 조건을 구현하였다. 저항시험에 적용된 예인

속도는 어선의 속력이 11~18노트로 항해하는 것에 응

하는 속도로 끌며 예인저항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

형시험은 국립수산과학원 3차원 조파수조에서 수행되었

으며, 각종 계측값들은 전산화된 자료취득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얻어진 후 엄밀하게 분석하였다. 국립수산과학

원 조파수조의 제원은 길이 85 m, 폭 10 m, 수심 3.5 m

이며, 실험 상을 끄는 예인전차는 최고 3.0 m/s의 속도

를 낼 수 있다. Fig. 2에는 선속 12노트로 예인하는 상태

에서 촬영한 저항시험 장면을 보였다.

주기관과 감속기는 일반적으로 선체의 소요마력을 추정

하기 위한 저항시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해야 한다. 그

러나 FRP 어선의 경우에는 동일한 몰드에서 선체가 제작되

고 어선의 용도에 따라 거의 모든 주요 제원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선주가 이미 건조된 실적선의 자료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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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Engine Reduction Gear

Maker DOOSAN Infracore Maker D-I

Name of Model  4V 222TIH Name of Model  DMT 400HL

Ratings R. G. Ratio 4.48

MCR 800 PS × 1800 RPM Trans. Effi. (ŋt) 0.97

NCR 680 PS × 1705 RPM Shaft Angel 3.00 Deg.

Engine Position After (ŋs=0.985) Propeller N(RPM) 401.8 RPM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engine and reduction gear.

조선소와 협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낚기 어

선 동아호에 설치되는 주기관과 감속기의 특성을 Table 2

에 나타내었다. 주기관은 두산 인프라코어 제품으로 최

연속출력 (MCR)에서 800 PS×1800 RPM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감속기어비는 4.48로 MCR에서 프로펠러 회전수

는 401.8 RPM이다. 

프로펠러의 설계

프로펠러 설계는 자항성능 추정을 위한 모형시험을 

통해 자항점을 예측하는 기법인 1978년 ITTC에 의한 추

력일치 (thrust identity) 방법 (ITTC 2011)으로 이루어진

다. 이는 설계속도에서 필요한 유효마력은 프로펠러에서 

얻어지는 추력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며, 프로펠러 부

하를 나타내는 계수는 각각의 응하는 선속에서 일정해

야 한다. 프로펠러 부하와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들이 포

함된 기본적인 관계식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J 
KT

D Va

T

D Vs w  tNs

EHP × ×
  (1)

여기서 KT는 추력계수, J는 프로펠러 전진계수, T는 

추력, D는 직경, Va는 프로펠러 전진속도, Vs는 선체의 

전진속도를 나타낸다. 프로펠러와 관련된 계수는 저항시

험에서 얻는 유효마력 곡선과 프로펠러 단독시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POW곡선에서 반류계수 (w), 추력감소계

수 (t)를 구할 수 있다. 프로펠러 전진계수 J를 알고 있다

면 응속도로부터 프로펠러 회전수 (Ns)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반류계수와 추력감소계수, 회전효율 ( ) 

등은 실적선의 자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선체에 설치되는 프로펠러의 직경은 사용되는 FRP어

선 제작몰드에 설치된 방향타 지지 와 선미부력부로 인

하여 제한이 있으며 몰드를 측정한 결과 1700 ㎜가 설치 

가능한 최 직경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체의 진동과 소

음을 고려하여 프로펠러와 선체는 일정한 간극 

(clearance)을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펠러 직경

은 1680 ㎜, 프로펠러 상부에서 간극 (top clearance)은 

프로펠러 직경의 12.5% (약 210 ㎜), 하부간극 (low 

clearance)은 3.57% (약 60 ㎜)로 선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효마력 추정과 프로펠러 제작

상선의 만재흘수를 기준으로 유효마력 (EHP)의 추정을 

위하여 선체 저항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시험조건에서의 배수량은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78.23 

ton이며, 흘수는 0.84 m이다. 설계선속 15노트를 기준으로 

저항시험 결과로부터 추정된 유효마력은 741.2 hp, 10%의 

실해상 여유 (sea margin)를 고려한다면 815.3 hp로 나타났다.

Vs (KST)
Full Load Cond.

EHPapp (PS) EHP (PS) 10% SM.

12.00 312.9 344.20

12.50 376.8 414.5

13.00 439.3 483.2

13.50 508.6 559.5

14.00 581.4 639.5

14.50 662.9 729.2

15.00 741.2 815.3

15.50 822.2 904.4

16.00 869.9 956.9

Table 3. EHP prediction from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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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시험으로부터 추정된 프로펠러 설계 자료를 이용

하여 신규추진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프로펠러 설계의 기

준이 되는 설계점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엔진의 사양

에서 표시된 제동마력 (BHP) 800 hp와 회전수 401.8 

RPM을 기준으로 실해상 여유는 고려하지 않았고, 엔진

출력 여유 (engine power margin) 5.0%만을 프로펠러 설

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어선 선저에 추가로 설치한 keel 

box에 따른 선형변화로 인한 저항증가를 고려하여 프로

펠러 추력마진을 10% 가량 고려한 상태에서 설계를 수

행하여 프로펠러의 주요치수를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Ship loading cond. (full load) ▲ 78.23 TON

Engine power (100% of MCR) BHP 800.0   PS

Propeller speed N 401.8 RPM

Sea margin SM 0.00%

Engine powre margin EM  5.00%

Table 4. Propeller design: Design point.

Diameter D 1.680 M

Hub ratio DHub/D 0.1369 M

No. of Blades Z 4

Pitch (mean) Pm 1.180 M

Pitch ratio (mean) (P/D)m 0.7023

Pitch at 0.7 P0.7R 1.180 M

Pitch ratio at 0.7R (P/D)0.7R 0.7023

Expanded area AE 1.2673 M2

Expanded area ratio AE/A0 0.5717

Projected area ratio AP/A0 0.5187

Rake RK 0.00 Deg.

Skew SK 30.0 Deg.

Blade Thickness ratio BTR 0.0450

Direction of rotation R.H (C.W)

Material HBsC1

Weight in air 368.8 Kg

GD2 in air 198.2 kg/M2

Table 5. Propeller particulars.

모형시험과 추정을 통해 결정된 프로펠러의 주요치수를 

기초로 프로펠러의 전진계수에 따른 추력과 토크, 프로펠러 

효율을 계산하여 프로펠러 단독성능 특성을 Fig. 3과 같이 나

타내었다. 추력일치 (thrust identity) 방법을 통해 엔진의 출

력에 따라 추정된 전달마력과 선속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신규로 설계하는 추진기는 제작의 편의를 위하여 날개단면

의 형상변화가 없는 MAU section을 적용하는 고정피치 프

로펠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사용된 24톤급 

채낚기 어선의 추진기는 직경 (D) 1600 ㎜, 날개수 (Z) 3개에 

피치 (P) 1300 ㎜이다. 이에 비하여 신규로 설계한 추진기는 

직경 1680 ㎜, 날개수 4개로 피치는 1180 ㎜이다. 기존의 프로

펠러 (C)와 신규로 설계한 추진기 (N)의 제원을 Table 7에 

나타내었고, 제작 후 촬영한 사진을 Fig. 4에 보였다.

Engine Cond. NCR MCR MAX

Engine N (RPM) 1705.1 1800.0 1858.1

Propeller N (RPM) 380.6 401.8 414.8

Available DHP (PS) 649.4 764.0 840.4

Full Load
▲=78.2 TON

W/O SM

Vs (KTS) 13.00

DHP (PS) 711.9

EM (%) 6.82

Full Load
▲=78.2 TON
W/ 10% SM

Vs (KTS) 12.71

DHP (PS) 731.3

EM (%) 25.5

Table 6. Prediction results.

*Remarks : 1. Design Point : W/ 0% SM at Full Load & W/ 
5% EM at 100% of MCR.

           2. Power loss by axial transmission system ( ) was 
assumed 0.955.

Fig. 3. Open-water characteristics for designed pro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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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Propeller No. of blades Diameter (mm) Pitch (mm) Remarks

C 3 1,680 1,300 Recommended propeller up to now

N 4 1,680 1,180 Designed propeller

Table 7. Particulars of conventional (C) and designed propeller (N) 

Fig. 4. Photographs of conventional (left) and designed (right) propeller.

Fig. 5. Photographs of official sea trial of Dong-A squid fishing boat.

해상시운전 결과

건조가 완료되어 부산 남항에 정박 중인 동아호에 기존

에 사용되는 추진기와 신규로 제작된 추진기를 설치하여 성

능비교를 위한 시운전을 만재상태로 실시하였다. 해상시운

전에서 얻을 수 있는 각종 특성값의 정밀한 계측을 위하여 

시운전 전담팀을 운영하는 중소조선연구원 전문가의 협조

를 받아 부산 영도 인근 해상에서 수행하였다. 시운전 전용

으로 제작된 GPS 장비를 상선에 설치하였고, 진행방향과 

선속을 측정하며 1마일을 왕복하는 코스에서 시운전을 진

행하였다. 더불어 엔진과 축계의 회전수와 축마력을 계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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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power ratio 70% 80% 90% MCR MAX

RPM 1,598 1,671 1,738 1,800 1,850

C
Speed (knot) 

(Blade 3EA)
12.098 12.592 13.155 13.387 13.698

N
Speed (knot) 

(Blade 4EA)
12.486 12.932 13.220 13.556 13.985

각 단계의 엔진출력에서 시운전을 수행하며 계측된 항

해선속을 비교해 보면 저속구간에서 최 속도 구간까지 

최  0.6노트의 선속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

연속출력 90%에서 엔진의 소요마력은 줄어들어도 선속

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시운전에서 엔

진의 출력에 따른 선속의 변화에 한 측정결과를 Table 

9에 보였고, 그 결과를 Fig. 7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Table 9. Measured speed between conventional and designed 
propeller on sea trial.

였고 엔진의 부하에 따른 소요마력과 선속을 기록하였다. 

Fig. 5에 동아호에 한 해상시운전 장면을 나타내었다.

시운전을 수행하는 동안 엔진의 출력은 엔진 회전수 

(RPM)로 조절하였다. 회전수를 출력기준 70% 부하에서부

터 80%, 90%, 100% (MCR), 최  (MAX) 출력까지 5단계

로 구분하여 선속과 축마력을 계측하였다. Table 8에 엔진

의 부하에 따른 RPM과 기존선과 변경선의 프로펠러 전단

부 축계에서 계측한 전달마력의 측정값을 나타내었고 Fig. 

6에 그래프로 보였다. 최 연속출력(MCR)의 90% 엔진 부

하에서 신규로 제작한 추진기의 소요마력은 9.06%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다. 70% 및 80% 부하를 사용하는 저속구

간과 최 출력에서는 변화가 없으며, 최 연속출력에서 

미소하나마 소요마력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Engine power ratio 70% 80% 90% MCR MAX

RPM 1,598 1,671 1,738 1,800 1,850

C
Power (hp) 

(Blade 3EA)
360.1 423.8 517.6 553.8 622.9

N
Power (hp) 

(Blade 4EA)
358.1 423.8 474.7 535.1 612.8

Table 8. Power (DHP) between conventional and designed 
propeller on sea trial.

Fig. 6. Comparision of the measured power (DHP) between 
conventional and designed propeller on sea trial. 

Fig. 7. Speed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and designed 
propeller on sea trial.

고 찰

어선어업에 있어서 조업경비를 절감시키는 가장 바람

직한 방법은 엔진의 소요마력을 줄이고 선속을 증가시키

는 것이다. 특히 근해 채낚기 어선에 있어서는 장기간인 

1항차당 항해일수와 활어보관을 위하여 어창에 물을 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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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재상태의 항해조건으로 인하여 유류소모가 많은 업

종이므로 동일선속에서 마력감소와 선속증 는 조업경비 

절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에서는 소요마력 감소뿐

만 아니라 선속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조선소 및 선

주와 협력하여 어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동아호의 항해 시 소요마력 감소로 인한 유류비 절감효

과를 고찰하였다. 선주를 통해 확인한 연간 조업일수는 

략 250일로, 1항차는 약 1개월이며 경상북도에서 서해까지 

다양한 해역에서 조업하며 위판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어장 

인근의 항구에 입항한다. 2015~2016년 어기 동안에 유류비

로 략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였다. 이것을 드럼 (200리터)

으로 환산하면 연간 1,120드럼, 24시간 동안 4.48드럼을 소

모하며, 어업용 면세유 가격을 1리터당 670원으로 계산했

을 때 1일 조업에 필요한 유류비는 략 60만원이다.

상선에 신규로 설계한 추진기로 교체하여 최 연속

출력의 90%에서 운용한다는 조건을 가정했을 때 일상적

인 조업과 항해 시의 소요마력은 43마력이 줄어든다. 동

아호에 설치된 4V222TIH 해상용 엔진의 제원표에 나타

난 연료소모량은 147 g/ps·h이며, 소요마력 감소로 인해 

시간당 6.321리터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일일 절감

량은 151리터, 연간 37,926리터 (약 190드럼)가 절약되

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2,541만원의 유류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절감되는 금액이 연간 유류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추진기 교체를 통한 유류비 

절감효과가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상선의 모형시험과 실선의 해상시운전의 결과를 비교

했을 때, 실선 시운전에서 파악한 저항은 모든 선속구간에

서 모형시험 비 약 40마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 이유로 당초 선저에 부가물이 없었으나 선주의 요구

로 박스 킬 (box keel)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복원성 향상을 

위하여 선측의 흘수부에도 선수에서 선미에 걸쳐 추가 부

력재가 설치되어 마찰저항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모형시험과 해상시운전에서 공통적으로 선수부에 발

생하는 과도한 선수파로 인하여 항해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조파저항 

감소를 위해서는 구상선수를 더욱 날씬하게 만들고 수선

면의 선체를 유선형으로 설계한다면 항해 시에 발생하는 

조파저항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근해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유류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존의 프로펠러를 체할 수 있는 신형 추진기를 수조

에서의 모형시험을 통해 설계하고 실선에 적용하였다. 

프로펠러를 신규로 제작하여 상선에 설치하고 해상시

운전으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주기관의 출력을 5단계

로 구분하여 각 출력에 한 전달마력과 항해선속을 계

측하고 두 종류의 프로펠러를 장착하였을 때의 성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선에 적합한 기존 프로펠러를 체할 수 있는 우

수한 성능을 가진 신형 프로펠러를 설계하였고, 기존 

프로펠러에 비해 저속과 고속구간에서 항해선속을 최

 0.6노트 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2. 신형 추진기를 설치했을 경우, 동일한 선속으로 항해

하기 위해서는 최  9.06%의 소요마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연속출력 (MCR)에서도 소요

마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신규 추진기로 교체하여 최 연속출력의 90% 운용을 

가정했을 때 일상적인 조업과 항해 시의 소요마력은 

43마력이 줄어들고, 시간당 연료소모량 147 g/ps·h 기

준으로 매 시간당 6.32리터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다. 

4. 일일 유류 절감량은 151리터로 연간 37,926리터 (약 

190드럼)를 줄일 수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541

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된다. 절감액이 연간 유류비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추진시스템의 개선 효과

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추진성능 향상으로 따른 조업경비 절감의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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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어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향후 선형개선을 통한 선체의 저항성능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규모의 선

형을 확보하고 선주의 협조를 통한 시운전을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해석과 결과검증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프로펠러의 직경과 피치 조절을 통해 24톤급 오

징어 채낚기 어선에 적용되는 엔진에 가장 적합한 추진

기에 한 설계를 개발하고 실선에 설치하여 비교검증을 

수행한 후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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