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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선박용 중대형 디젤엔진의 축계 진동저감을 위하

여 통상적으로 스프링-점성 비틀림 진동댐퍼가 사

용되고 있다. 유효질량 및 강성을 이용한 비틀림 댐

퍼의 설계 방법을 선행 연구에서 제안하였으나, 실

제작 시 발생될 수 있는 제작 오차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젤엔진축

계 진동저감을 위한 스프링-점성 댐퍼의 설계 및 

실제작 시 발생될 수 있는 오차의 영향에 대해 검

토하고자 한다.  

2. 비틀림 댐퍼를 포함하는 등가 2-자유도 축계

에 대한 설계 매개변수 제작 오차에 대한 고찰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추진추계는 출력 1740 

kW, 엔진토크 18.46 kNm, 실린더 평균지시압력

(MP) 26.7 bar인 4행정 6기통 엔진과 후단 관성 

183.5 kgm2인 발전기가 연결된 형상으로 Fig. 1과 

같으며, 가장 큰 탄성응력이 관찰되는 4.5차 고조파 

성분과 가장 근접한 모드는 대상 계의 두 번째 모

드이다. 

 

Figure 1 Torsional Vibr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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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상 축계에 대한 등가 1-자유도 계의 유

효 관성 질량 및 강성 결정 

대상 축계 다자유도 모델의 질량과 강성에 대해 

각 모드 별로 유일한 질량과 강성을 산출하기 위해 

질량행렬로 정규화된 모드형상벡터를 이용한다. 이 

때의 모드 관성질량과 강성을 유효 관성질량 및 유

효 강성로 정의하며, 대상 계를 비틀림 댐퍼의 설계

를 위한 등가 1-자유도 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한 계산식은 식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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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첨자 j는 다자유도 공간 상의 위치를 의미하

며 첨자 r은 r번째 모드를 나타낸다. 

관성질량으로 정규화된 모드형상행렬([Φ])은 모드

관성질량([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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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드형상행렬([Ψ])을 이용하여 식 

(3)과 같이 계산된다. 

  
 (3) 

식 (1)과 (2)를 이용하여 비틀림 댐퍼의 설치 위

치인 1번 지점의 두 번째 모드에 대한 등가 1-자유

도 계의 유효 관성질량 및 유효 강성을 계산하면 

Table 1과 같으며, 이를 다자유도계 모형과 함께 

나타내면 Fig.2와 같다.  

Table 1 Effective mass moment of inertia and effective 
stiffness at position 1 for the second mode 

Description Value Description Value 

J11 68.41 [kgm2] k11 1.352x10 [Nm/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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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bility of 11-DOF System at Posi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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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등가 1-자유도 계에 대한 비틀림 댐퍼 적

용시 제작 오차에 따른 동특성 변화 검토 

Nishhara가 제안한 비틀림 댐퍼 설계 절차를 등

가 1-DOF 계에 적용하면 비틀림 댐퍼의 최적 매개

변수를 Table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Figure 3 2-DOF Torsional Vibration Model Including 
Dynamic Damper 

Table 2 Designed mass moment of inertia,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 for torsional vibration damper  

J2 [kgm2 6.84 ] k2 1.12x10 [Nm/rad] 

c

6 

2 1025 [Nms/rad] 
  

최적으로 설계한 비틀림 댐퍼의 제작 시 오차 유발 

가능성이 높은 강성 및 점성 감쇠 요소의 크기 변

화에 따른 주파수 응답 특성 변화를 나타내면, Fig. 

4,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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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obility according to Stiffness Variation of 
Dynamic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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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bility according to Viscous Damping Variation 
of Dynamic Damper 

op 

모사실험 결과를 통해 극단적인 제작 오차(0×kop, 

2×kop, 0×cop, 2×cop)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통

용되는 제작 오차(0.9×kop~1.1×kop, 0.7×

cop~1.3×cop

3. 비틀림 댐퍼를 포함하는 대상 축계에 대한 설

계 매개변수 제작 오차에 대한 고찰 

)에 대해서는 비틀림 댐퍼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실제 대상 축계를 대상으로 비틀림 

댐퍼 제작 오차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는 등가 

2-자유도계를 이용한 검토 결과의 유효성을 나타

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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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obility according to Stiffness and Viscous 
Damping Variation of Dynamic Damper 

등가 계를 이용한 검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작 오차가 다른 모드에 주는 영향

도 크지 않음을 Fig. 6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800 kW급 4행정 디젤엔진 축계

를 대상으로 최적으로 설계된 비틀림 댐퍼의 제작 

오차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강성과 감쇠의 제작 오차에 대해 해당 

비틀림 댐퍼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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