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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서서서 론론론론 

중속 디젤엔진에 부착되는 전장 제어기 (electronic 

control panel)의 최적 지지조건을 실험적으로 확인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고무 댐퍼 지지 조건을 

구현하고 엔진 본체, 제어기 케이스 본체 및 전장부

품이 설치된 내부 판넬에서의 진동 특성을 관찰하였

다. 이로부터 최적의 지지 조건을 도출함과 아울러 

볼트로 고정된 지지 조건의 결과와 유연한 고무로 

지지된 조건의 결과를 비교하여 고무 지지 조건의 

효과 및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Figure 1. 마운트로 고정된 제어기 

 

2. 3가지가지가지가지 진동체진동체진동체진동체의의의의 분류과분류과분류과분류과 특성특성특성특성 

최종적으로 제어판내 전자 부품에 영향을 주는 

진동체 혹은 진동 모드를 고려해 보면 아래의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엔진 본체의 진동 

 

엔진 및 발전기로 이루어진 발전기 세트 자체는 

여러개의 방진용 고무 마운트로 지지 되어 있으며 

Table.1 과 같이 5~16 Hz 범위의 6 개 강체 진동모드 

(rigid body mode)를 갖고 있음이 모드 시험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Table 1. 대상 발전기 세트의 강체 모드 고유진동수 

모 드 고유 진동수 (Hz) 

1st roll mode 4.8 

1st pitch mode 7.0 

bounce mode 9.0 

yaw mode 9.3 

1st pitch mode 10.4 

2nd roll mode 16.0 

 

2) 제어기 케이스의 진동 

 

제어기 케이스는 엔진 본체에 부착된 지지 프레임

과 고무로 연결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2 와 

같이 6 개의 지지 조건을 실험하였다. 이 경우 제어

기는 지지 조건에 따라 고유진동 특성이 변화하며 

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대개 고유 진동수 20~ 40 

Hz 범위로서 볼트 고정조건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강

체 모드를 보였다. 

 

Table 2. 제어기 마운트 지지 조건 

Case 마운트 크기 마운트 개수 

1 大(호칭 40) 8 

2 

小(호칭 25) 

20 

3 16 

4 12 

5 8 

6 볼트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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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지지 조건별 고유진동수(Hz) 

Case 1 차 모드 2 차 모드 3 차모드 

1 24.4 30.1 42.6 

2 22.4 27.9 41.5 

3 20.5 27.5 39.8 

4 19.4 27.1 35.8 

5 16.8 25.1 33.6 

6 32.9 42.5 - 

 

3) 전자 부품이 부착된 판의 진동 

 

내부 판넬의 진동 모드는 78 Hz 및 154 Hz 의 plate 

bending mode 를 갖고 있음이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3. 운전중운전중운전중운전중 진동진동진동진동 계측계측계측계측 결과결과결과결과 

제어기를 직렬 9 기통 엔진인 9H25/33 에 설치하고 

운전중 엔진 본체 및 제어기 케이스, 전장 

패널에서의 진동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1) 엔진 본체의 진동 

 

Figure 2 에 엔진 프레임의 대표적 진동 응답을 

보였다. 주로 0.5 차, 1 차 등의 낮은 주파수 성분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진동은 Table 

2 의 제어기 지지 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제어기 케이스의 진동 

 

Figure 3 에 지지 조건별 제어기 케이스의 진동을 

비교하였다. 제어기 자체의 진동은 오히려 볼트로 

고정한 쪽이 진동이 뚜렷하게 적게 나타난다. 이는 

제어기가 엔진 본체에 강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만 본다면 제어기 진동에 

강력한 볼트 지지 조건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3) 내부 전장 패널의 진동 

 

그러나 전자부품들이 부착된 내부 패널의 진동을 

보면 Figure 4 와 같이 고무 마운트를 한 경우가 

전반적으로 뚜렷이 낮은 진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바로 고무 지지 조건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입증한다. 

이러한 이유는 볼트 지지 조건이 제어기 외부 

케이스의 진동은 억제시키지만 지지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력은 오히려 차단시키지 못하여 실제 

진동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판넬부의 진동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가지의 고무 마운트 지지 조건의 비교에서는 

진동 관점에서 호,불호가 뚜렷하지 않으나 case 3 

혹은 case 4 가 미세하지만 좀 더 나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지지 강성에서의 최적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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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대표적인 Engine frame 진동 

 

 

Figure 3. 조건별 제어기 케이스 진동 비교 

 

 

Figure 4. 조건별 제어기 내부 판넬 진동 비교 

4. 결론결론결론결론 

디젤 엔진에 부착되는 전장 제어반을 효과적으

로 지지하기 위한 몇가지의 고무 마운트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단순히 볼트 고정한 경우 내부 판넬의 진동이 역

시 불리함을 확인하였고 진동 절연 관점에서 적정

한 강성을 가진 최적의 고무 지지조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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