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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기존의 선박 엔진 환경에서는 추진 및 발전용 엔진 제,

어용 장치 적재 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AMS

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는(Alarm Monitoring System) . AMS

엔진의 동작 상황 및 이상 상태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선

박 엔진의 주요 장치의 마모나 편향에 의한 고장 예측 및

진단이 불가능하다 선박 엔진은 가동 중 내부 부품을 이루.

는 구조물의 반복적인 운동에 의해 지속적인 하중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주요 구조물의 마모나 편향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1-7].

선박 엔진의 주요 장치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

는 센서는 다량의 윤활유와 연소 슬러지가 섞여 있는 열

악한 환경 조건에서 금속의 마모 및 편향을 측정할 수 있

도록 유도형 근접 센서를 사용한다 선박 엔진용 유도형.

근접 센서는 엔진 장치의 동작 속도에 맞추어 신속한 응

답 속도가 요구되어지며 선박 엔진의 특성상 고온과 고압,

의 가혹한 동작 환경 조건에서도 신뢰성 있는 동작이 요

구된다[8,9].

기존의 선박 엔진 제어 및 감시용으로 사용되는 유도형

근접 센서는 아날로그 신호처리 방식으로 의 빠른 응2mS

답 속도의 장점이 있으나 비선형성이 선박 엔진 제조에 사,

용되는 금속에 따라 최대 로 좋지 않다 최근 아날로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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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처리 방식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비

선형성을 이내로 개선된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응답 속1% ,

도가 로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1mS .

필드버스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PLC

나 제어용 컴퓨터 기반의 통(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신 제어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으로 프로토MODBUS/TCP

콜 프로토콜 등이 있다, CANopen [10,11].

본 논문에서는 정기적으로 크랭크샤프트 편향 및 크로스

헤드의 하사점을 측정하여 선박 엔진의 수명을 관리하는 방

식에서 실시간 측정 및 관리를 통한 고장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에서 엔진 수명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AMS

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번째로 크랭크샤프트 편향 및 크로스헤드 하사점의 실

시간 측정이 가능하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선박CANopen

엔진용 근접 센서를 설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접 센서가.

측정한 크랭크샤프트 편향 및 크로스헤드 하사점 측정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설계하고

프로토콜을 이용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MODBUS/TCP

템과 와의 연동한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AMS .

설계된 근접 센서는 모든 금속 및 거리에 대한 비선형성

이 이내 응답시간 이내로 설계 요구조건을 만0.3% , 700uS

족하였으며 제안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의 응답 시간

은 이내로 선급 기술 규칙에 근거한 이내 응답500mS 2S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장에서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와II-III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장에서IV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며 장에서 결론V

및 향후 연구에 대해 제시한다.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를 이용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설계 및 성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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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분석 및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 설계II.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는 엔진 장치의 동작 속도에 맞추

어 신속한 응답 속도가 요구되어지며 선박 엔진의 특성상,

고온과 고압의 가혹한 동작 환경 조건에서도 신뢰성 있는

동작이 요구된다 표 은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가 동작되. 1

는 환경과 근접 센서 설계 시 요구되어지는 최소 설계 사

양이다.

기존 근접 센서의 문제점1.

기존 유도형 근접 센서의 경우 주요 성능인 빠른 응답시

간 을 만족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형태의 선형(Response time)

성 보정 회로를 구비하여 선형성을 보정하고 있으나 비선

형성 은 약 로 좋지 않다 또 압력과 고온(Non-Linearity) 2% .

의 경우 이상의 압력과 이상의 고온 동작 환30Bar 100°C

경에 회로가 민감하게 반응하여 환경적 변화에 따라 출력

오차가 크게 발생하며 데이터 신호의 영점을 조정하는 영

점 조정기 및 영점의 최대값을 조정하는 스판 조정기의 경

우 가변저항 타입의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

에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 정밀한 보정이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

밀한 변위 측정을 위한 근접 센서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 방식의 센서 설계2.

그림 은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의 회로로 고주파 발진1

및 지속적인 공진을 일으키는 공진부와 감쇠되는 신호를,

정류 및 검출하는 검출부 마이크로컨트롤러로 구성된 제어,

부 통신제어기로 구성된 통신부 전압전류변환기로 구성된, ,

출력부 전압안정기 및 서지보호기로 구성된 전원부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림 는 공진부 회로를 나타내었으며 인덕터와 커패시2

터로 이루어진 병렬 공진 탱크 회로가 트랜지스터에 접속

된다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공진에 의해 이상. L-C 250KHz

의 고주파 발진 신호가 발생하며 트랜지스터와 연산증폭기,

에 연결되어 피드백 회로를 구성한다.

그림 은 검출부 회로도로 한 쌍의 다이오드와 연산증폭3

기를 이용하여 공진부에서 인입되는 고주파 신호를 정류

및 필터링하여 감쇠되는 양을 검출하며 제어부에서는 신호,

처리에 필요한 와 온도 센서 및 통12Bit ADC 12Bit DAC,

신기능을 내장한 마이크로컨트롤러로ARM CORTEX M3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신호의 변환 및 처.

리 온도 및 회로 오차 보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며, , , 24MHz

로 동작한다.

그림 는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의 프로그램 구조도를4

나타내었으며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모든 신호 처리 및 제어,

통신을 담당하며 센서의 응답시간을 만족하기 위한 프로그

램 구조로 설계 되었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는 시. 32Bit

스템이면서 최대 로 동작하는 의24MHz ARM CORTEX M3

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구조는 크게 신호 획득STM32f100 .

및 필터링 통신 송수신 온도 및 회로 보상 그리고 출력, ,

표 1. 선박엔진용근접센서설계요구조건.

Table 1. Design requirement of proximity sensor for marine

engine.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의 동작환경

Operating

Temperature
0 to 110 °C

Vibration 2-2000 Hz / 20G / 150 minutes per axis.

Working

Pressure

One cycle measuring 35 bar pulsating

pressure @ 3Hz. Rise/fall time: 4ms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의 최소 설계 사양

Measuring

distance

0.5 mm to 7.5 mm

Accuracy 1/100mm

Power Supply 24 V DC ±30% (16.8 to 31.2 V DC)

Output Signal 4-20mA, RL 400 Ohm, CL < 1 uF≤

Non-linearity < 2% of measuring range

Response

time

increasing : 400 to 700 sμ

decreasing : 300 to 500 sμ

Target

material

S19R, S45R, S25N2X, SNCrW,

NiCr20TIAL

그림 1. 선박엔진용센서의회로구조도.

Fig. 1. Circuit structure of sensor for marine engine.

그림 2. 제안된근접센서의공진부회로설계.

Fig. 2. Design of resonance circuit in proposed proximity sensor.

그림 3. 제안된근접센서의검출회로설계.

Fig. 3. Design of readout circuit in proposed proxim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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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로 되어있다 마이크로컨트롤러는 내장된. 12Bit ADC

를 사용하여 검출부에서 인입되는 전압신호를 디지털로 변

환시키고 초기 설정에서 내장된 및ADC DMA(Data

와 연동시켜 약 주기마다 지속적인Memory Access) 20 uS

신호 변환 및 저장이 이루어진다 획득한 디지털 신호의 필.

터링 및 연산에 소요 되는 시간을 주기로 개의20 uS 15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신호 획득과 처리 시간을 약ADC

가 되도록 설정하였다300 uS .

검출 회로에는 가 구성되어 있으나 응답시간lowpass filter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주파수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획득한 신호는 다양한 주파수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 간격으로 개의 데이터를 샘플링하여 중. 20 uS 15 ADC

간 값의 평균을 구하는 와Fast Settling Filter FIR (Finite

필터의 일종인 평균이동필터Impulse Response) (Moving

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식은 과 같다Averaging Filter) , (1) .

 




  

  

  (1)

 출력신호: ,  입력 신호: ,  필터 차수:

그림 는 선박 엔진용 근접 센서의 경우 크랭크샤프트5

및 크로스헤드 제작에 사용하는 재질과 변위에 따른 ADC

입력 전압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선박 엔.

진 제조에 사용하는 금속은 크게 비자성(S1 9R, S45R,

재질과 자성 재질로 구분하S25N2X) (SNCrW, NiCr20TiAl)

며 고주파에 의한 감쇠의 정도에 따라 서로 상이한 비선형

성을 보인다 제안한 근접 센서의 경우 통신을 통하여 사용.

하는 재질의 정보를 송신 받아 해당 측정체로 샘플링 된

입력 순람표와 비교하여 선형화하는 선형 보간법을 사용

그림 5. 재질과변위에따른 입력전압ADC .

Fig. 5. ADC input voltage bymaterial and displacement.

한다 샘플링은 센서의 보상 단계에서 단위로 진행. 0.1mm

하고 각 간은 선형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여 계, 0.1mm

산한다 즉 획득한 현재의 신호 값을 샘플링 된 순람표와. ,

비교하여 단위의 근사 값을 구하고 근사 값과 현재0.1mm ,

값의 차로 단위의 값을 산출한다0.01mm .

프로토콜의 적용 및 구현3. CANopen

프로토콜의 기본 구조는 계층 참고 모델CANopen OSI 7

중 계층인 물리계층 계층인 데이터 링크1 (Physical layer), 2

계층 계층인 응용계층 의(Data link layer), 7 (Application layer)

개 계층을 정의하며 가 내장된 제어부의 마3 CAN Controller

이크로컨트롤러에 연결되어 거리 측정값 측정물에 대한 재,

질 정보 온도 및 회로 오차 보정 값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부터 송수신을 지원한다 프로토콜 중. CANopen CAN 2.0A

은 는 국제화 표준이며 프로토콜은 빠ISO 11519 , CANopen

른 통신 속도와 및 재전송 기능을 가진다 본 근접 센CRC .

그림 4. 선박엔진용근접센서의프로그램흐름도.

Fig. 4. Program flow chart of proximity sensor for marine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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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통신 선로의 단선에 의한 데이터 링크의 이중화를 위

해 버전의 버스 토폴로지로 네트워크를Standard CAN 2.0A

구성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가지는 프125kbps CANopen

로토콜을 적용하였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토콜 메시지를CANopen

라 하며 방식의 프PDO(Process Data Object) PDO CANopen

로토콜을 사용하기 위해 전송자와 수신자 모두 내용PDO

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매핑을 선행해야 한다 각PDO . PDO

프레임은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매핑할 수 있으며 최대1

까지 지정 할 수 있다 에 사용한 오브젝트는8Byte . RxPDO

크게 가지로 데이터의 형태와 길이를 포함한 상태 오브젝4

트 측정물 재질 정보 오브젝트 회로 오차 보정 값 오브젝, ,

트 온도 보정 값 오브젝트로 구성된다 에 사용한, . TxPDO

오브젝트는 데이터의 형태와 길이를 포함한 상태 오브젝트,

측정 거리 값 오브젝트로 구성된다.

그림 은 통신 절차를 나타내며 프6 CANopen CANopen

로토콜의 방식에서 마스터는 파일 기준으로 초PDO EDS

기 설정한 값의 적합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슬레이브와

초기 설정에 대한 요청과 응답을 진행하게 된다 초기 설정.

값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슬레이브는 설정한 주기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프로토콜 구현을 위해 로CANopen CANopen Rx Interrupt

수신되는 를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오브젝트를RxPDO

매핑 으로 정해진 상태 오브젝트 측정물 재질 정(Mapping) ,

보 오브젝트 회로 오차 보정 값 오브젝트 온도 보정 값, ,

등의 오브젝트를 수신 받고 저장한다 또한 통신. CANopen

상에서 정한 주기로 데이터의 상태 값과 측정한 거리 값를

전송하는 함수를 설계하였으며 는TxPDO COB-ID CANopen

프로토콜의 메시지의 식별자로 전송할 와Address Node ID

를 합한 값이며 제안한 근접 센서는 적용 위치별로 각각의

노드 를 부여받는다ID .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설계III.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의 구성1.

그림 은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으로 선박 엔진의 각7

실린더마다 상기 설계한 근접 센서를 크랭크 스루 외측과

크로스헤드 하사점에 각각 개를 장착하여 크랭크샤프트의2

편향과 크랭크 핀 및 크로스헤드의 베어링 크랭크샤프트의,

메인 베어링의 마모를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측정한 데이터.

는 버스 토폴로지 구조의 프로토콜에 의해 표시CANopen

장치에 수집 및 저장되고 표시장치는 해당 데이터를 분석,

및 표시하며 프로토콜을 통해 로 전송MODBUS/TCP AMS

한다.

크로스헤드 하사점의 변위값 산출2.

크랭크샤프트 각 도 도 도 도 에서 각각 편0 , 90 , 180 , 270

향을 측정해야하나 기존 크랭크 스루의 내부에서 편향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랭크 저널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제안한 선박 엔진 고180 .

장진단시스템에서 편향 측정을 위한 근접 센서를 크랭크

스루 외측에 설치되어 크랭크샤프트 각 도 도 도0 , 90 , 180 ,

도 에서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각 실린더마다270 . , 2

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크랭크 내부의 기계적 운동 및 윤활

유가 비처럼 쏟아지는 환경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선박 운전 중 실시간 계측이 가,

능하여 선박 운행에 제약을 주지 않는다.

선박 엔진 운전 중에 크랭크샤프트의 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 설치 직후의 초기 거리 값을 측정해야 한다.

측정한 과 의 값을 기준으로 향후 선박 운전에 따

른 편향 변화량을 산출할 수 있다 크랭크샤프트 각도 도. 0 ,

도 도 도 일 때의 거리 측정값에서 편향 값을 산90 , 180 , 270

출하는 수식은 식 와 같다(2) .

그림 6. 통신절차CANopen .

Fig. 6. Communication procedure of CANopen.

그림 7. 선박엔진고장진단시스템구성도.

Fig. 7. Structure of marine engine fault detection system.

그림 8. 각 와 일때크랭크샤프트각도180° 0° .

Fig. 8. Crankshaft angle at 180 and 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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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위 값: ,  우측 측정값: ,  좌측 측정값: ,

 크랭크 각도: ,  설치 초기 값:

크로스헤드의 하사점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크로스헤

드의 하단부에 설치되며 초기 근접 센서 설치 시에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사점 변화량을 식 으로 산출(3), (4), (5)

할 수 있다.








 (3)








 (4)


  





 (5)

식 를 통해 크로스헤드의 좌측과 우측의 하사점(3), (4)

변위 값을 산출하여 크랭크 핀 및 크로스헤드의 베어링 크,

랭크샤프트의 메인 베어링의 마모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

며 식 를 통하여 종합적인 베어링 마모 정도를 파악(4.4)

할 수 있다 크랭크샤프트의 편향과 크로스헤드의 하사점의.

변위 측정은 로 진행하며 측정값은 방식의1/100mm , PDO

프로토콜로 표시 장치로 전송한다CANopen .

측정 데이터 표시장치3.

표시장치는 변화가 심한 극한환경에서 동작이 되는 선박

용 디젤엔진에 장착되므로 진동이나 열 노이즈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서는 선급 인증된 제품이 필수

적이다 표시장치는 제안한 근접 센서로부터 측정값을 가져.

오기 위한 프로토콜과 로의 분석 데이터를CANopen AMS

전송하기 위해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는MODBUS/TCP

사의 를 사용한다Beijer HMI .

는 프로세스 추적과 사용자 식별이 가능하며 이벤HMI ,

트 발생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각 사.

용자에게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로 특정 프로젝트나 관련기능에 로그인 할

수 있으며 웹 서버 기능으로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원격접속이 가능을 지원하고 및Java Script ASP.

을 통해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NET .

그림 는 에 구현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중9 HMI

크랭크 편향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실린더 별로 설치된 네.

트워크 내장의 근접 센서로부터 수신 받은 변위 데이터로

그림과 같이 값과 값을 산출할 수 있다Vertical Horizontal .

이를 통해 크랭크샤프트의 편향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으

며 엔진 모델별로 상이한 수명 한계치평균 까지의, ( 0.9mm)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수명 한계치 크랭크샤. ,

프트의 편향이 발생했을 때 로그 알람 기능으로 작업자에

게 해당 부품의 교체를 알려준다.

그림 은 구현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중 크로스10

헤더의 하사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실린더 별로 크로스.

헤더의 아래 좌측과 우측에 설치된 네트워크 내장의 근접

센서로부터 수신 받은 변위 데이터를 선택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베어링의 마모 방향과 경향을 알 수 있으.

며 수명 한계치까지의 남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베어, .

링의 마모 한계치의 경우 베어링의 사양과 위치에 따라 상

이 하므로 사용자가 해당 데이터를 확인 후 한계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측정된 데이터 값을 를 통해. MODBUS/TCP

로 산출한 크랭크샤프트의 편향 값 값과AMS (Vertical

값과 크로스헤드 하사점 값 값과Horizontal ) (Left BDC

값을 전송한다Right BDC ) .

시스템 성능 평가IV.

근접 센서 비선형성1.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해 먼저 근접 센서의 주

요 성능인 비선형성을 측정한다 비선형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정밀 서보 모터를 탑재한 테스트 베드에 제안한 센서를

고정하고 측정물의 종류와 거리를 가변시키면서 출력 값을,

측정하여 비선형성을 산출한다 제안한 근접 센서와 표시.

그림 9. 선박엔진고장진단시스템의크랭크샤프트편향해석.

Fig. 9. Analysis of crankshaft deflection of marine engine fault

detection system.

그림10. 선박엔진고장진단시스템의크로스헤드하사점해석.

Fig. 10. Analysis of crosshead bottom dead center of marine

engine fault de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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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그리고 를 모두 연결하여 측정물의 변위를 단위, AMS

임펄스 형태로 변형 한계치 이상의 값을 주어 상에AMS

알람이 표시되는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응답시간의 경우 측.

정물 변위를 단위 임펄스로 줄 수 없어 센서 측정부의 코

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비선형성은 최소 측정거리와 최대 측정 거리와의 Best

을 기준으로 단위로 측정한다 비선형성을 측정하fit 0.5mm .

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정밀도로 측정물의 가변1/1000mm

이 가능한 고정밀 서보 모터를 탑재했으며 사양은 표 와, 2

같다.

그림 은 테스트 베드에서 측정물 재질과 거리를 가변11

하면서 측정한 비선형성 결과 그래프이다 모든 금속 및 거.

리에 대한 비선형성이 이내로 선박 엔진 제어용으로0.3%

사용하기 위해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 성능 평가2.

제안한 근접 센서와 표시 장치 그리고 를 모두 연, AMS

결하여 단위 임펄스 입력을 한계치 이상의 값을 주어 AMS

상에 알람이 표시되는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응답시간의 경.

우 측정물 변위를 단위 임펄스로 줄 수 없으므로 센서 측

정부의 검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주어 응답시간을 측

정한다.

먼저 제안한 센서 측정부의 검출코일에 자기장을 변화시

키기 위한 시험용 코일을 제작하고 그림 와 같이 단위12

임펄스 신회를 생성하기 위한 회로를 제작한다.

근접 센서 측정부의 검출코일에 단위 임펄스의 자기장

생성 회로는 하나의 코일에 서로 다른 시정수의 저항 값을

교차로 연결하면서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를 생성할 수 있

도록 제작되었다 시험용 코일에 발생한 공진 주파수에 따.

른 자기장은 근접 센서의 검출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일

으켜 단위 임펄스 입력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가변저항.

을 조절하여 상에 알람 발생하지 않는 공진 주파수AMS

로 설정하고 또 다른 하나의 가변저항을 조절하여, AMS

상에 알람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로 설정 후에 단위 임펄스

입력을 로 릴레이를 동작시키면 상승과Signal generator 2Hz

하강을 반복하게 된다 의 한 채널은 입력하는. Oscilloscope

단위 임펄스를 측정하기 위해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채널,

은 에서 알람 경고가 발생하는 출력 핀에 연결하여AMS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제안한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에.

표 2. 비선형성측정을위한테스트베드사양.

Table 2. Test bed specification for nonlinearity measurement.

품명 부품 번호 기능 제조 회사 수량

System p/s
SMPS

24V

24V

전원공급
1

Controller Driver

Encoder

내장서보모터

17L30C 서보모터
한국

마쓰루
1

DMM U1272A 4.5digit keysight 1

그림11. 제안한근접센서의재질별비선형성측정결과.

Fig. 11. Result of nonlinearity measurement of proposed

proximity sensor.

그림12. 단위임펄스신호를생성하기위한회로구성.

Fig. 12. Circuit configuration to generate unit impulse signal.

그림13. 사의 시스템Lyngso MOS220 AMS .

Fig. 13. MOS220 AMS system of Lyngso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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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한 는 를 지원하는AMS MODBUS RTU, MODBUS/TCP

사의 시스템으로 그림 과 같다Lyngso MOS220 13 .

그림 는 제안한 근접 센서에 단위 임펄스의 자기장14

변화를 주고 센서의 출력을 에서 측정한 결과Oscilloscope

이다 응답시간이 약 이내로 선박 엔진 제어 및 감. 700uS

시용 근접 센서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

킨다.

그림 는 제안한 근접 센서에 알람 발생 조건의 단위15

임펄스를 인가를 주고 에서의 알람이 출력되는 시간을AMS

에서 측정한 결과이다 단위 임펄스에 따른 응Oscilloscope .

답시간 약 이내로 선박 엔진 제어 및 감시용으로 사500ms

용하기 위해 선급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신 관련 선급 기술

규칙에서 추진관련 시스템설비에 있어서 안전 및 경보 표

시를 위한 응답 지연의 시간 한도는 최대 초의 요구조건2

을 만족시키고 있다.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선박 엔진의 주요 장치의 수명을 예측하

기 위해 근접 센서를 설계하고 구현하여 그 성능을 검증

하였고 크랭크샤프트 편향 및 크로스헤드의 하사점을 실시

간으로 측정 및 관리를 통한 고장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에서 엔진 수명 정보 확인AMS(Alarm Monitering System)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박 엔진 고장 진단 시스템을 구

현 및 성능 평가를 하였다.

제안한 근접 센서를 평가하기 위해 정밀도로1/1000mm

측정물의 가변이 가능한 고정밀 테스트 베드를 사용하여

비선형성을 실측하였으며 제안한 선박 엔진 고장 진단 시,

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자기장 변화를 이용한 단위 임펄스

생성 장치를 사용하여 제안한 근접 센서의 응답시간 및 전

체 시스템의 응답시간을 실측하였다 실험 결과로 근접 센.

서는 모든 금속 및 거리에 대한 비선형성이 이내 응0.3% ,

답시간 이내이며 선박 엔진 고장진단시스템의 응답700uS ,

시간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선박 엔진500mS

제어 및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연구로는 네트워크 내장 근접 센서의 정밀도와 비

선형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방법을 연구할 것이며 실린더 라,

이너의 마모 측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안한 선박 엔진 고장

진단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선박 엔진의 수명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데. ADC

이터를 샘플링하여 중간 값의 평균을 구하는 평균이동필터

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을 연구 및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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