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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해석을 통한 제작공차를 가지는 저압터빈 케이싱의 고진동 원인 규명

윤희철
a
, 우창기

a*
, 황재곤

b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High Vibration in a Low Pressure Turbine Casing with 

Manufacturing Defects by Frequency Response Analysis

Hee-Chul Youn
a
, Chang-Ki Woo

a*
, Jai-Kon Hwang

b

a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Incheon Nat'l University, 119, Academy-ro,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b 
GT Technology Service Center, 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 Co., Ltd., 57, Jangdo-ro, Seo-gu, Incheon 405-847, Korea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High vibration of a low pressure (LP) turbine casing caused safety problems and 

life at the facility it was housed in.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was the cause of 

the high vibration in a low pressure turbine casing with manufacturing defects by 

frequency response analysis,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erefore, 

excited accelerations were obtained from the LP casing fundamental, and 

frequency responses were analyzed. The measurement and the modal analysis 

showed that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LP turbine casing was 61.26 Hz and the 

excited frequency of the turbine rotor was 60.25 Hz. The manufacturing defect 

caused a decrease in the casing natural frequency and resulted in the high vibration 

of the casing because it moved close to the resonan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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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500 MW 표준석탄화력 발전소 터빈은 Fig. 1과 같이 고온고압

(HIP) 터빈 1기, 저압터빈(LP-A, LP-2) 2기, 마지막으로 발전기 

1기로 구성되어 있다. 증기터빈에서 증기는 고압터빈에서 로터를 

회전시키고 나와 저압터빈 LP-A, B로 각각 분배되어 다시 저압로

터를 회전시킨다. 터빈 케이싱은 이러한 증기의 누설을 차단하며 

터빈로터와 블레이드를 외부로 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내

에서 저압터빈(LP) 케이싱의 고진동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저압터빈 케이싱 관련 진동원인과 저감대책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신범식
[1]
은 터빈을 지지하는 지반침하에 기인하여 

케이싱 지지강성 저하가 터빈 케이싱의 고유진동수를 떨어뜨려 로

터의 회전주파수와 공진현상이 진동 원인임을 밝혔다. 조철환
[2]
은 

케이싱의 고유진동수와 로터의 운전 가진 주파수가 일치함으로써 

공진에 의한 고진동 원인을 규명하였고, 케이싱에 질량을 부가함으

로써 고유진동수를 낮춰 진동저감 효과를 밝혔다. 조성태
[3]
는 저압

터빈 케이싱의 고진동 원인이 케이싱 고유진동수가 운전 가진 주파

수 영역에 존재하도록 설계된 것이 근본 원인이며, 케이싱에 지지

대(support bar)를 설치함으로써 고유진동수를 높여 진동저감효과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 구조물인 저압터빈 케이싱의 고진동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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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ayout of turbine system 

Fig. 2 Measured position and points 

Table 1 Vibration value in LP-A

Position
Value

() 
Position

Value

() 

1 283 5 194

2 432 6 287

3 514 7 291

4 300 8 180

Fig. 3 Single degree of freedom

규명을 위한 방법으로 실제 제작공차를 반영한 케이싱 모델링이고

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과 공진영역에서 주파수 응답해석을 통한 

진동상승 효과 및 비대칭성 진동현상 원인을 규명하였다. 

2. 터빈 케이싱 진동분석

2.1 진동측정 

Fig. 1과 Fig. 2는 국내표준화력 발전소의 구성도와 고진동이 발

생되는 저압터빈 케이싱(LP-A)의 진동 측정 위치를 나타내었고, 

8개소 위치에서 측정된 실제 진동값은 Table 1과 같다.

2.2 배경이론

실제 해석하고자 하는 상부 케이싱의 진동변위는 터빈로터의 언

발란스 진동이 베어링을 통해 하부 케이싱으로 전달된 결과로 가정

할 수 있으므로, Fig. 3과 같이 기초 또는 지지대가 조화운동을 하

는 상태에서 질량의 정상상태 응답 특별해 xp(t)를 구하는 방정식 

(1), (2)로 나타낼 수 있고
[5]

,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

하여 주파수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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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달해석 

3.1 제작공차를 반영한 솔리드 모델링 

모달해석을 위한 모델은 실제 구조물과 가장 흡사하게 모델링하

고, 유한개의 요소로 작게 분활 할수록 정확한 해석 결과가 얻어지

기 때문에 모델링과 메쉬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저압터빈 케

이싱(LP-A)에 대한 모델링은 3D 설계프로그램인 CATIA V5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일반적으로 Fig. 2와 같이 대상 부재가 전후

좌우 대칭형상인 경우 3D 스캔을 통하거나 도면을 바탕으로 Fig. 

4와 같이 1/4분면의 형상으로 모델링한다. 이러한 방법은 차후 해

석 프로그램의 경계조건 기능에서 1/4분면의 대칭요소를 사용함으

로써 해석 데이터 처리용량을 줄이고 연산처리 시간 절약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4분면의 모델을 2번 대칭시

킴으로써 전체형상을 직접 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러한 2가지 모델링방법의 공통적 특징은 구조물의 이상적 설

계에 따른 모델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일 형상처럼 

보이는 동종의 구조물도 제작공차에 의한 미세한 차이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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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neral solid modeling

Fig. 5 LP-A casing in site 

(a) Inside

(b) Outside

Fig. 6 Manufacturing defects on LP-A casing 

Fig. 7 FEM model for modal analysis

Table 2 Natural frequency in FEM

Mode Case 1 [Hz] Case 2 [Hz] Remark

1 61.26 61.49 Global Mode

2 71.41 71.73 Global Mode

다른 기기 특성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작공차는 구조물의 제작

공정분석과 현장의 실물을 정밀 측정함으로써 관찰될 수 있다. Fig. 

5에서 현장에 있는 저압터빈 케이싱을 고찰함으로써 제작방법을 

유추할 수 있었다. 케이싱은 먼저 전후 부분의 각 부분품을 제작, 

용접하고 전후 케이싱을 볼트로 조립, 완성한다. 

일반적으로 관찰하기 힘들었던 케이싱제작 공차에 관련하여 내

외부적으로 세부 관찰한 결과 Fig. 6(a), (b)에서와 같이 실제 케이

싱의 제작공차를 육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측결과 (a)의 점선안

과 같이 고진동이 발생하는 LP-A 케이싱의 전반부 반경이 후반부 

반경보다 평균 10 mm 만큼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6(b)와 같이 케이싱 외측 crossover pipe hole에서도 화살표 표시

부와 같이 단차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사항으로 

LP-A가 LP-B에 비해 제작공차가 컸으며 해석을 위한 모델링 시 

이러한 공차를 반영하여 모델링 하였다. Fig. 7은 모달해석을 위한 

저압터빈 케이싱(LP-A)의 솔리드 모델링이며 실제 제작공차를 반

영하여 저압터빈 케이싱의 전반부를 후반부 반경보다 10 mm 더 

크게 모델링 하여 요소 108,355개, 절점 213,768개의 유한요소로 

메쉬 작업한 결과이다.

3.2 고유진동수 해석 및 측정

모달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는 ANSYS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저압터빈 케이싱에서 LP-A와 같이 제작공차를 반영

한 모델링을 Case 1로, 제작공차를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 모델링

을 Case 2로 각각 정의하고 케이싱 베이스를 같은 경계조건으로 

완전 구속하여 고유주파수와 모드형상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

과 Table 2와 Fig. 9(a), (b)와 같이 Case 1과 Case 2의 글로벌

(global) 고유진동수는 각각 61.26 Hz, 61.49 Hz로 터빈로터의 

구동주파수인 60.25 Hz에 매우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Table 2의 Case 2 경우 실제 제작공차가 적은 LP-B와 동일한 고

유 진동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해석결과는 실제 

조립 고정된 저압터빈 케이싱의 고유진동수 측정실험 결과(Table 

3)와 유사하여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Fig. 8은 저압터빈 케

이싱의 현장 측정 FRF 데이터이고, 실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 

LP-A와 LP-B의 주파수 차이는 0.5 Hz이다. 또한 해석결과 Case 

1과 Case 2의 주파수 차이는 0.23 Hz로 제작공차에 따른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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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atural frequency in experiment 

Mode LP-A [Hz] LP-B [Hz] Remark

1 61.0 61.5

Fig. 8 Frequency response function at LP-A

  

(a) 1
st
 & 2

nd
 mode shape in Case 1

 

(b) 1
st
 & 2

nd
 mode shape in Case 2

Fig. 9 Mode shape analysis

Table 4 Excited acceleration

X [] Y [] Z []

297 433 2,030

 

(a) Case 1

 

(b) Case 2

Fig. 10 Total deformation at 60.25 Hz

변화가 현장 측정값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드해석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데이터 후처리(post 

process) 시 컨투어(contour)의 범위와 색상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비교한 결과, Fig. 9에서와 같이 1, 2차 모드형상은 Case 1 및 

Case 2 모두 유사하였다. 세부적으로 실제 제작공차를 적용한 

Case 1의 1, 2차 모드형상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나 전후로는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제작공차를 적용하지 않은 

이상적인 모델링인 Case 2에서 1, 2차 모드는 전후좌우가 완벽히 

대칭을 이루는 모드형상을 나타내었다.

3.3 주파수 응답해석 

Fig. 9의 Case 2에서 케이싱 전후좌우가 대칭인 이상적 모델링

의 모드형상은 예상과 같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제작공차를 반영한 Case 1의 경우에서는 케이싱 전후의 

비대칭이 미세하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Case 1, 2에 대해 각각 

주파수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저압터빈 케이싱의 가진력

과 가진주파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가진력은 2.2 배

경이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로터 회전진동이 베어링을 통해 하부 

케이싱에서 상부 케이싱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므

로, 상부케이스의 베이스면 진동을 3축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측

정하고 응답해석 시 가진력으로 부가 하였다. 또한 가진 주파수는 

터빈로터의 설계 주파수인 60 Hz (3,600 rpm)와 운전주파수 

60.25 Hz (3,615 rpm)로 각각 정의하였다. 측정된 가진력인 

Table 4를 이용하여 저압터빈 케이싱에 대해 강제 진동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10은 60.25 Hz (3,615 rpm) 가진 주파수의 응답해석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 제작공차를 반영한 저압터빈 케이

싱(Case 1)과 이상적 모델링(Case 2)의 해석결과 가진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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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requency response at the position No. 3 in LP-A 

(a) Compare with excited frequencies at LP-A

(b) Compare with manufacturing defects at 60.25 Hz

Fig. 12 Displacement at the positions

(a), (b) 모두 케이싱의 좌측이 우측보다 전반적인 응답변위가 높았

다. 이러한 현상은 Fig. 9(a), (b)의 경우 모드형상이 좌우 대칭인 

것에 비해 좌우 비대칭 응답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가진

력에 의해 모드형상과 다른 응답형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a)의 주파수 응답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8개 지점의 고진동 추세와 유사하였고 가장 높은 진동값은 

3번 지점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작공차가 없는(Case 

2) 경우에서 주파수 응답은 Fig. 10(b)와 같이 케이싱 전후 대칭, 

좌우 비대칭의 응답을 나타내며 Case 1의 진동값 보다 30%의 진

동저감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1은 제작공차가 반영된 저압터빈 케이싱(Case 1)의 3번 

지점에서 Table 4와 같은 가진력을 40~80 Hz 대역에 0.25 Hz 

간격으로(160 Line) 부가된 응답크기(mm)를 나타내고 있다. 라인

을 크게 하면 할수록 정밀한 응답값을 얻을 수 있으나 해석시간과 

데이터 용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가장 최적의 해상도인 160 

라인을 선정하게 되었다. Table 2, 3에서 해석에 의한 고유진동수

와 현장 측정을 통한 고유진동수를 비교함으로써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였으므로, Case 1 (LP-A)의 고유진동수를 61.26 Hz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로터의 구동주파수가 저압터빈 케이싱

(LP-A)의 고유진동수인 61.26 Hz가 된다면 3번 지점 Y방향 최대 

변위는 1.7 mm로써 실제 터빈운전 회전수인 3,615 rpm (60.25 

Hz)의 주파수 응답변위인 0.235 mm 보다 약 7.2배 증가를 나타내

어 케이싱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2(a)는 제작공차를 반영한 저압터빈 케이싱(LP-A)에서 

60, 60.25 Hz 가진 주파수에 따른 측면부 고진동 응답값을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특히 60.25 Hz 가진 주파수 응답값 그래프와 현장

에서 발생하는 진동값(real value) 그래프를 비교하면, 케이싱 좌측 

응답지점(Position No. 2, 3) 응답값이 실제 고진동 케이싱의 진동

값과 유사하고 우측 응답지점(Position No. 6, 7) 응답값 보다 상

대적으로 크다. 또한, 케이싱 전후로는 응답지점 No. 3, 7 응답값

이 각각 응답지점 No. 2, 6 응답값 보다 큼으로써 현장 터빈케이싱

의 진동값 그래프와 전체적으로 유사함을 나타내어 해석의 신뢰성

을 검증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최대 응답지점(Position No. 3)

에 대해 60.25 Hz의 응답값이 60 Hz에서의 응답값 보다 최대 

41% 진동증가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또한 Fig. 12 (b)는 No. 3 

응답지점에서 로터 회전수가 60.25 Hz (3,615 rpm)일 경우 제작

공차를 반영한 저압터빈 케이싱 모델(Case 1)이 공차를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인 케이싱 모델(Case 2)보다 42% 진동증가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장에 설치된 저압터빈 케이싱 좌우 진동값 

편차가 해석보다 크게 나타난 이유로는 해석을 위한 케이싱 베이스 

구속조건 상이, 가진력의 단순화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차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4. 결 론

저압터빈 케이싱 고진동 현상에 대해 제작공차를 반영한 모달 

해석과 해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실험, 마지막으로 주파수 응답

에 의한 고진동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작공차가 있는 저압터빈 케이싱(LP-A)의 고유진동수는 제작



Hee-Chul Youn, Chang-Ki Woo, Jai-Kon Hwang

468

공차가 적은 케이싱(LP-B)의 고유진동수 보다 해석결과 0.23 Hz, 

현장 측정결과 0.5 Hz가 낮음으로써 제작공차가 고유진동수 하락

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터빈로터 구동 주파수(60.25 Hz)

가 공진영역에 상대적으로 근접하고 있음을 알았다. 

저압터빈 케이싱(LP-A) 제작공차와 케이싱 베이스로 전달되는 

3축 가진력에 의해 케이싱은 전후좌우 비대칭적 응답을 나타내고 

터빈로터의 구동주파수가 60.25 Hz 일때 응답값이 60 Hz에서의 

응답값 보다 최대 41% 진동상승 효과가 있었다. 또한 구동주파수

가 60.25 Hz (3,615 rpm)로 고정되었을 경우 제작공차를 반영한 

저압터빈 케이싱 모델(Case 1)이 공차를 반영하지 않은 이상적인 

케이싱 모델(Case 2)보다 최대 42% 진동상승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압터빈(LP-A) 케이싱의 고진동 원인은 케이

싱 제작공차에 따른 고유진동수 하락과 공진에 의한 고진동으로 

판단내릴 수 있다.

구조체의 설계 신뢰성은 실험과 해석으로 검증을 하며 두 가지 

결과 모두 잘 일치하여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해석절차 및 방법에 대한 유효성은 응답결과의 상호 

일치로 검증되었고 차후 저압터빈 케이싱의 진동 예측, 성능개량 

및 수명평가를 위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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