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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ailures of local structure of marine medium-speed diesel engine occurred in durability test. The 
vibration response of the whole engine was in an acceptance level, but the local structures were broken. ODS 
test and vibration measurement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root cause of durability problem. 
These tests revealed that the root cause of failures was excessive vibration by 4.5th resonance between engine 
body and local structure. The best solution to reduce the vibration response is to change the type of mount. 
After a rigid mount was replaced by a flexible mount, maximum vibration level dropped to 72%.  

 

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선박 보기 및 육상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중속 디

젤엔진(medium-speed diesel engine)의 진동 안정

성 확보는 고품질화를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반드

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기존에 중속 디젤엔진의 저진동화를 위한 연구
(1)(2)(3)(4)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주로 엔진 전체

의 진동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지만, 본 연구

에서는 엔진 내구성 시험 중에 발생한 국부 구조의 

파손과 관련하여 엔진 진동과 국부 구조의 응답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진동을 저감할 수 있

는 알아보고자 한다. 국부 구조물 진동은 구조물 자

체의 공진이나 기진력을 제공하는 주구조물과의 연

성에 의한 것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를 

ODS(operational deflection shape) 시험을 수행하

고, 엔진 및 국부 구조물에 대한 진동계측도 수행하

였다. 진동저감 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고유진동해

석을 수행하여 설계변경 안 적용에 따른 유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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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2. 2. 2. 2. 국부국부국부국부    구조물구조물구조물구조물의의의의    진동진동진동진동    발생발생발생발생 

엔진 연속 운전 시험 중 높은 수준의 진동 발생과 

함께 air cooler housing (이후 A/C housing로 지칭

함.) 상단에 설치된 국부 구조물에서 피로 파손 현

상이 나타났다.   

A/C housing은 엔진 블럭에 볼트로 연결되어 엔

진 선단 위치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필터, 열교환기, 

펌프 등이 모듈화되어 있는 부품이며, A/C housing 

위에는 터보차져가 설치되어 엔진으로 공기를 공급

하게 된다.  

개발 초기 수행된 내구성 시험 중 약 100 시간 

경과 후 Figure 1에서와 같이 A/C housing 상단에 

설치된 터보차져의 지지 구조물에서 발생하였으며, 

엔진 좌�우 방향으로의 균열 진전 특징을 보였다.  

 

 
Figure 1 Fractured supporting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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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엔진은 18 기통 V형 엔진이며 실린더 직경

은 250mm, 운전 속도는 900 rpm이다.  

개발 초기에 적용된 엔진 마운트는 Figure 2에 보

이는 바와 같다. 강체 마운트(rigid mount)는 바닥

에 고정된 레일 받침대와 엔진 블럭 사이에 삽입되

어 볼트로 구속되는 구조를 가진다.  

 

 
Figure 2 Type of rigid mount 

2. 2. 2. 2. 진동진동진동진동    원인원인원인원인    규명규명규명규명    

터보차져의 지지 구조물의 피로 파손의 원인이 국

부적인 과대 진동으로 판단하였으나, A/C housing

에서 나타난 높은 진동이 A/C housing 단독 국부 

진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엔진 블록과의 연성 진

동인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그에 따른 저감방안 

도출이 가능하다.  

터보차져의 지지 구조물에 나타난 피로 파손의 원

인을 규명하기 위해 엔진의 본체(engine body)와 

A/C housing에 대한 시스템 고유 특성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엔진 정지 조건에서의 충격 

가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 에 나

타내었다. 

 

Table 1 Natural mode and frequency of             

engine assembly and A/C housing 

엔진 블록 A/C housing 

모드 형태 고유진동수 모드 형태 고유진동수 

L 형 45.6 Hz 상�하 거동 25.6 Hz 

H 형 59.2 Hz 좌�우 거동 42.2 Hz 

X 형 73 Hz Rolling 거동 72.2 Hz 

 

 
(a) X mode shape of engine assembly(73 Hz) 

 

 
(b) Rolling mode shape of A/C housing(72.2 Hz) 

Figure 3 Mode shape of engine              

assembly and A/C housing  

 
각 주파수별 주요 모드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a)는 73 Hz인 엔진 블록의 X형 모드를 보여

주며 Figure 3(b)는 72.2 Hz인 A/C housing의 rolling 

모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2개 모드에 대한 주파수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엔진 기진력에 의한 모

드 가진이 있을 때 엔진 블럭과 A/C housing의 연

성 거동이 나타날 수 있어 A/C housing의 단독 국

부 공진보다는 연성 진동의 가능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엔진에서 나타난 진동 수준 및 특성 파악을 

위해 A/C housing을 포함한 엔진 어셈블리에서 진

동 계측을 수행하였으며, 기진 24 차 성분을 고려한 

차수(order)로 결과를 분석(5) 하였다. 

Figure 4는 A/C housing 상단과 인접해 있는 엔진 

블럭 상단 수직 방향에서의 계측 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2 개 지점 모두에서 4.5차 진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엔진엔진엔진엔진    블럭블럭블럭블럭    

A/C housingA/C housingA/C housingA/C housing    

엔진엔진엔진엔진    선단선단선단선단    

엔진엔진엔진엔진    구동단구동단구동단구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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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운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동 수준도 같

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운전속도 900 

rpm에서의 최대 진동 응답은 충격시험을 통해 확인

된 X형 고유 진동 모드(73 Hz)와의 공진에 의한 것

으로 판단하였다.  

엔진 4.5차 기진 주파수를 고려할 때 공진 피크

(resonance peak)는 운전 속도 900 rpm 이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A/C housing을 포함한 엔진 전체 어셈블리에서 

4.5차 공진 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A/C 

housing 상단에서의 진동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제 규정(6)에 의한 진동 허용치를 초

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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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easured vibration response   

 

엔진 운전 중에 나타나는 A/C housing의 진동 양

상을 확인하고 엔진 블럭과의 연성 진동 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ODS(operational deflection shape) 계

측(7)을 수행하였다.  

Figure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최대 진동 수준을 보

인 900 rpm에서 수행된 ODS 시험 결과를 보면 엔

진 운전 시 엔진 블럭의 선단의 X형 거동이 A/C 

housing의 rolling 거동과 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A/C housing에서 나타난 높은 수

준의 진동은 엔진 4.5차 기진력에 의한 엔진 X형 

모드와의 공진이 A/C housing의 rolling 연성 거동

을 유발하였고, 67.5 Hz의 고 주기(high cycle)의 

진동이 터보차져 받침 구조물의 피로 파손을 유발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A/C housing에서 발생한 연성 진동 저감

을 위해서는 국부 구조물의 개선 설계 보다는 공진 

회피를 통한 진동 저감 대책이 적절함을 알 수 있

었다. 

 

 
Figure 5 ODS test result at 900 rpm 

 

3333. . . . 공진회피공진회피공진회피공진회피    및및및및    진동개선진동개선진동개선진동개선    검증검증검증검증 

일반적으로 공진 회피는 기진 주파수나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이동을 통해 가능하지만 엔진의 기진 

주파수 변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엔진 고유진동수 

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모드 발현 형상으로 볼 때 엔진이 갖고 있는 고유 

모드는 구조물의 탄성(flexible) 변형 모드가 아닌 

강체(rigid body) 모드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강

체 모드의 경우 엔진 하부 경계 조건인 마운트 강

성에 따라 고유 진동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

용해 강체 마운트를 고무 탄성 마운트로 교체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즉, 엔진에 장착된 마운트 강성 

변화를 통해 엔진 X형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이동

시키고 기진 주파수와의 공진 회피를 통해 엔진 블

럭은 물론 A/C housing에서의 진동 수준을 저감하

고자 하였다.          

다만 마운트 교체 시 마운트 타입의 변화에 따라 

엔진 탄성 변형 모드의 주파수 변화는 발생하지 않

기 때문에 엔진 기진 4.5차에 의한 공진 가능 주파

수 구간(60 Hz ~ 70 Hz)에서 마운트 교체에 따른 

모드 존재 여부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 엔진에 대한 

고유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마운트 조건에 따라 

엔진엔진엔진엔진    블럭블럭블럭블럭    

A/C housingA/C housingA/C housingA/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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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파수 구간에서 나타난 모드 해석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모드는 탄성 마운트 적용 후 사라졌음을 알 수 있

다. Figure 7은 탄성 마운트로 교체되어 엔진에 조립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 Rigid mount, 66.7 Hz 

 

 
(b) Flexible mount, 65.3 Hz 

Figure 6 Free vibration analysis results 
 

 
Figure 7 Replaced flexible mount  

 

진동 저감 효과 검증을 위해 탄성 마운트 교체 후 

진동 계측이 수행되었으며, A/C housing 상부 수직 

방향에서 마운트 교체 전�후 결과를 비교하여 

Figure 8에 나타내었다.  

탄성 마운트로 교체했을 때 공진이 회피되어 엔진 

운전 구간 내에서 4.5차 진동이 급격히 감소하였으

며, 주운전 속도인 900 rpm에서 합산(overall) 진동 

수준이 최대 72% 저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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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duced vibration response after flexible 

mount application  
 

4444.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1) 중속 디젤엔진에서 높은 수준의 진동 발생 및 

국부 구조물의 피로 파손이 나타났으며, 엔진 진

동 저감 목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2) 다양한 진동계측을 통해 국부 구조물의 진동은 

엔진 4.5차 기진력에 의한 공진 현상이며, 엔진 

블럭과 연성된 국부 구조물의 진동이 구조물 파

손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3) 공진회피를 통한 진동 저감을 위해 마운트 교체

가 시도되었으며, 해석 및 계측 검증을 통해 엔

진 주운전 속도에서 최대 72%의 진동 저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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