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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rling vibration in severe cases may result in shaft cracking and typically gap sensors are 

utilized to confirm its values under the outside underwater of ship. The bending stress value 

causing whirling vibration on the propulsion shafting system of a 40-ton small vessel was 

verified by theoretical analysis and its vibration measurement. However, because of 

underwater condition, the accuracy for this measurement method is presumed low.

In this study, the strain gauge basic principle and the bending stress calculation method are 

considered. The relationships are then applied for obtaining the whirling vibration of the 

40-ton small vessel. As a result, a new method in estimation of whirling vibration is reached 

and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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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기어와 함께 중·고속 디젤엔진을 주 기관으로 

하는 중소형 선박의 추진 축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은 주로 비틀림 진동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고속

엔진과 감속비가 적은 축의 회전 속도 1,000 rpm을  

전후로 한 축계에서 베어링의 간격이 길고 베어링 

지지구조물의 구조적인 강성이 낮은 경우 휘둘림 진

동이 문제로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 축계에서 휘둘림 진동은 프로펠러 축, 
선미관 베어링, 선미관 밀봉장치 등의 사고 원인으

로 되고 있으며, 베어링 이상 마멸 등의 사고가 발

생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선체 진동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1) 
 휘둘림 진동에 관한 규정은 미 해군 규격에서(2) 언

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해석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휘둘림 진동에 대한 임계속도는 최대 정격 회

전수보다 115%이하에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진동수의 해석은 대부분

은 축계 단독, 또는 선체구조와 결합한 계산 모델을 

이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해 자유진동해석에 의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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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회전수를 계산하며 계측에 의해 이를 확인하는 수

준에서 수행되었고 계측이 쉽지 않아 대부분 생략되

어 왔다. 
 이러한 휘둘림 진동을 계측하기 위해서는 갭 센서

가 많이 이용되며 축의 변위가 가장 큰 프로펠러 부

근 축에 지그와 함께 센서를 설치해야하는데 센서가 

선박 외부에 노출되어 유체 저항이 커서 성공할 확

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또한 이를 내부 중간축 

부근에 설치할 경우 휘둘림 진동에 대한 상대진폭이 

작고 축의 배치와 런아웃(Run-out) 등에 의한 영향

으로 인하여 오차가 크고 분별이 쉽지 않았다. 이외

에 축계 배치 계산에서 베어링의 하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해 정적인 굽힘 응력을 

측정하고 확인하는 사례는 많았지만(2~5), 원격측정 

장치에 의해서 동적인 굽힘 응력을 확인한 사례는 

찾기가 힘들었다.
 본 연구에서 축 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원

격측정장치(Telemetry)를 이용해 탄성커플링을 지나 

비틀림 응력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중간축에서 축의 

굽힘 응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휘둘림 진동을 확

인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2.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굽힘 응력 측정(6)

스트레인 게이지는 Fig. 1에서 보이는 휘트스톤 

브리지 원리를 이용하며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Fig. 1 Basic Wheatstone bridge circuit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축에 발생하는 주 응력을 

계측하기 위해 중간축 표면에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

를 구성하고 전원에 연결한다. 각각의 스트레인 게

이지 위치에서 축 표면의 수직변형률에 비례해 스트

레인 게이지의 저항 값이 변하는데 이 4개의 스트레

인 게이지에서 발생하는 저항 값의 변화는 그 절대 

값이 모두 합해져 출력 단자에 전기 신호로 나타 내

어 진다. 이때 축 중심선과 45°방향을 이루는 변형

률의 성분 이외의 것은 브리지 회로에 의하여 각 스

트레인 게이지에서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


∆


∆


∆

 (1)

  


· (2)

 여기서 휘트스톤 브리지의 원리를 만족하기 위하여 

4개의 저항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R1=R2=R3=R4

이고 따라서 R1*R3=R2*R4이다.
 축에 가해진 응력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물체의 

응력 해석은 변위와 스트레인을 먼저 구하고 변위에

서 스트레인, 더 나아가 후크(Hooke)의 법칙에 의

한 응력을 구한다.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면 응력이 생겨서 이로 인해 

변형이 생기고 구조물 내부에 나타나는 변형을 스트

레인이라 하며 길이 의 선분이 변형하여 이 되었

다 하면 그 늘어난 비율  을 수직 스트레인

이라 한다. 이 기호를 ℇ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다.

 

   (3)

 응력과 스트레인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다.

  

  또는    (4)

 위 식을 후크의 법칙(Hooke' law)이라 하고 비례 

상수 E는 응력-스트레인도의 직선부의 경사를 표시

하며 , 종탄성계수, 영계수 또는 영률이라고도 한다.

 또 응력 측정을 위해 사용한 스트레인 게이지가 풀 

브리지(Full bridge)임을 감안하면 계측을 통해 나

오는 스트레인 값은 

   (5)

이므로 실제로 1/4값의 수치를 얻게 된다. 또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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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게이지를 축에 부착할 때 축과의 각도도 고려

의 대상이 된다.

 

Bridge arm R1 R2 R3 R4 Result
Bridge 
equation

        

Full bridge SG1 SG2 SG3 SG4   

Table 1. Circuit which can be used on the 
bending beam with a mirror-imaged cross-section

 휘둘림 진동을 가진하는 굽힘 응력을 계산하는 방

법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외팔보(Cantilever)

의 계산 방법은 Fig. 2와 같이 A게이지 1매, D 게

이지 1매를 별도로 온도보상용 게이지로서 사용할 

경우

  · (6)

위 식에 의해 한쪽에 하중 W를 가한 것에 대한 응

력을 계산하면 

 







(7)

                 : 단면 계수

Fig. 2 Bending stress measurement of cantilever

3. 실선의 휘둘림 진동 측정

 실선은 Fig. 3과 Table 2와 같이 2기-2축을 갖는 

총 톤수 40톤의 소형 순찰선이다. 축은 원가를 절약

하기 위하여 프로펠러와 중간축의 일체형으로 제작

되었다. Fig. 4는 추진시스템을 보이며 축과 선체구

조는 서로 약 12°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후미 베

어링은 스트럿(Strut)에 의해 지지되어 있고 중간 

베어링은 별도로 없는 대신에 경사지게 설치된 스턴

튜브 내부의 양 끝에 2개의 실링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고 감속기 내부에 베어링이 설치되어 있다. 여기

서 스턴 튜브 내부에 설치된 베어링은 이를 지지하

고 있는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베어링 강성을 크

게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베어링이 마모되면 스

턴튜브와 베어링사이의 갭이 증가하여 강성이 더욱 

저하된다.

Engine

Type Caterpillar 3412E
Ditta

Cyl.bore×stroke 137mm×152mm

Power at MCR 1,100ps × 2,300 
rpm

Reduction 
Gear

Type Hitachi-Nico MGN 
90-3

Reduction ratio 2.44

Shaft Dia×length 99×5,785 mm

Propeller

Number of blade 3 ea

Moment of Inertia 8.0 kg·m2

Weight 92.2kg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propulsion shaft

Fig. 3 General arrangement of the 40ton small 
patrol vessel 

Fig. 4 Propulsion system of gross tonnage 40 ton 
small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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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in gage on the intermediate shaft

Manufacturer VISHAY MICRO-MEASUREMENT
Grid 

Resistance  
in Ohms

350.0±0.4%

Gage 
Factor@24℃ 2.08±1.0%

Transverse 
Sensitivity (+0.5±0.2)%

Table 3. Specification of the strain gage

 실선의 양축에 동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풀 브리지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였고 실선 

계측 전 션트(Shunt) 저항을 통해 교정을 하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션트 교정 통해 얻고자 하는 ℇ값을 위해 Fig. 1을 

이용하면  



 





(8)

  

 (9)

여기서 ∆  


  이고,

        이면

∆  


 (10)

게이지 팩타(Gage factor)값에 의해 △R값을 정의

하면 식(11)과 같다.



∆
  또는 ∆   (11)

여기서 식(10)과 식(11)을 정리하면 식(12), 식

(13)을 구할 수 있다. 

  


 (12)

  


   

 (13)

 따라서 스트레인 ℇ는 식(14)와 같다. 

  


· 

 (14)

 종합적인 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배치도는 

Fig. 6에 보인다. 특히 굽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축의 휨 정도가 큰 좌현(Portside)에 스트레인 게이

지를 부착하였으며 원격측정장치에서 받은 응력신호

를 A/D 컨버터 NI 9174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랩

톱 PC에 저장하였다. 진동 신호 저장과 분석은 자

체 개발한 S/W EVAMOS(엔진/회전체 진동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력 및 

선속의 분석은 EDiMS(선박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운전지표 모니터링 시스템)를 이용하였다. 

NI9174+9215
A/D converter

LG xnote
A510

ATi 2025BP
Receiver

M/E
Caterpillar

(CAT 3412E DITTA)
4 stroke

1100 PS x 2300 RPM
Port side

Strain gauge
(full bridge)

ATi 2040BC-RC
Transmitter

R/G
NICO

(MGN90-3)
2.44:1

Ant. For transmitting

Fig. 6 Schematic diagram for vibration 
measurement

 
Fig. 7 1st order bending stress in 

intermediat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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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에서 분석한 결과는 비틀림 진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로 분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받은 신호는 

탄성 커플링을 통과된 신호로 비틀림 진동이 이 커

플링에 의해서 현저하게 절연/감쇠된 상태로 축의 

휘둘림에 의한 굽힘 응력을 주 진동으로 가정/판단

하였다. 이를 뒷받침한 근거로 선체후미의 상하 구

조 진동은 Fig. 8과 같이 발생하였으며 650 rpm근

처에서 피크점을 보인다. 물론 이론 상 베어링의 강

성이 충분히 높다면 횡진동의 공진점은 엔진의 운전

범위보다 높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

어링의 지지 강성은 스턴 튜브가 좌우하며 ANSYS

을 이용해 FEM 모델링을 하였고, 그 결과 핵심이 

되는 스턴튜브와 선체의 연결부위는 Fig. 9에 보인

다. 여기에 스턴 튜브가 완벽하게 용접되었다고 가

정하고 베어링의 강성을 구하기 위하여 10 kN의 힘

을 스턴튜브의 양 끝에 가한 결과를 Fig. 10에 보인

다. 이 결과로부터 통상적인 베어링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추론된 강성계수와 수막

의 영향을 고려한 경험에 의해서 휘둘림 진동의 고

유진동수를 구한 결과 648 cpm(Cycle per min)으

로 650rpm을 전후해 공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휘둘림 진동에 대한 진동모드를 

Fig. 11에 보이고 실제 굽힘 응력은 26번 근처에서 

계측하였다. 진동 모드로부터 환산하면 노드점인 굽

힘 응력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진동 모

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계측과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1st order vertical structure 
vibration for hull-aft

Fig. 9 FEM modelling for stern tube 
of bearing support

Fig. 10 Vertical deflection for stern tube of 
bearing support under 10 kN load

Fig. 11 Vibration mode for whirling 
vibration of propulsion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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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추진축계의 휘둘림 진동에 대한 

공진 및 진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금까지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정적인 굽

힘 응력을 측정하여 축계 배치에 이용한 사례는 많

았으나 동적인 굽힘 응력의 변화를 통한 휘둘림 진

동을 검토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추진축과 

같이 축의 변위가 큰 프로펠러축의 끝단에서 변위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경우 굽힘 응력 측정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

였다. 
2) 축에서 굽힘 응력을 측정할 경우 비틀림 진동이 

포함되므로 비틀림 진동이 큰 추진축계에서는 가능

성이 희박하지만 탄성커플링을 통해서 비틀림 진동

응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비틀림 진동의 1차 

공진점이 휘둘림 진동과 분리된 경우만 가능하다.
3)휘둘림 진동으로 인한 가진력으로 유기되는 선체 

구조진동을 확인하였으며 공진, 특히 휘둘림 진동 

공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진동 계측에 의

해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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