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환 ; 한국기계연구원

E-mail : ldh@kimm.re.kr

Tel : (042)868-7352,Fax:(042)868-7440

 *  한국기계연구원

선박축계 진동저감을 위한 스프링-점성 댐퍼 설계기법 연구

Study on the Spring-viscous Damper for Torsional Vibration Reduction of Marine 

Shafting System

이동환† ․ 정태영* ․김영철* ․신윤호*

D.H. Lee, T.Y. Chung, Y.C. Kim and Y.H. Shin

1. 서  론

  선박용 디젤엔진 축계의 비틀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 

스프링 점성형 비틀림 진동 댐퍼가 사용된다. 이러한 비틀

림 진동 댐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축계의 모델링, 가진력 

자료, 축계 유효 관성질량 결정법 및 댐퍼의 최적 파라미터 

도출 및 적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1)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비틀림 댐퍼를 설계하기 위하여 대

상 축계의 비틀림 진동 해석을 수행하고, 이 해석결과로부

터 지배적인 모드를 확인하여 모드 영역에서 정의되는 1-자

유도 등가 유효질량과 강성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댐퍼의 관성질량, 강성 및 감쇠량을 결정하는 설계 절차를 

제안한다. 이는 실제 디젤엔진 계의 수학적 모형을 대상으

로 최적의 비틀림 진동 댐퍼를 설계 및 적용하는 과정을 포

함하며, 축계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 및 허용 탄성 응력의 

해석을 통해 그 적용 효과를 보여준다.

2. 본  론

2.1 축계에 대한 비틀림 진동 해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추진축계는 보어/행정 250/330
 , 왕복동 질량 83.8  , 정격 회전수 900에서 출
력 1740  , 엔진 토크 18.46  , 실린더 평균지시압
력(MIP) 26.7 bar인 4행정 6기통 엔진과 후단에 관성 
183.5 인 제너레이터가 연결된 형상으로 구성된 축
계이다. 상기의 추진축계를 해석한 결과(2), Fig.1와 같이 
엔진 정격속도 900rpm에서 허용 탄성 응력 30 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근접 회전수인 940 rpm에서 217 
에 이르러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엔진 회전속도의 4.5차 고조파 성분(4245 rpm)은 
본 축계의 비틀림 진동의 지배적인 성분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5) 

Fig. 1 Torsional Stress Amplitude on Shaft 8

  본 축계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1, 2, 3차의 세 모드에 대
한 모드 형상을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2

-1.5

-1

-0.5

0

0.5

1

1.5

2
Eigenvector

Location of Lumped Mass

A
m

pl
itu

de

 

 
70.07 rad/sec (1st Mode)

444.56 rad/sec (2nd Mode)

1145.2 rad/sec (3rd Mode)

Fig. 2 Mode Shapes of Shaft Model

  Fig. 2에서 가장 큰 탄성응력이 관찰되는 940rpm의 4.5
차 성분과 가장 근접한 모드는 두 번째 모드이며, 이 모드
의 모드 형상은 1번 질점(Flange)의 거동이 상대적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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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크게 관찰된다.  

  이를 바탕으로 댐퍼를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댐퍼 부착 

절점위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 시스템을 관심모드에 대하

여 유효 관성질량 도출이론을 이용하여 등가 1자유도계로 

근사화 한다. 이때 주 시스템의 유효관성질량 및 유효강성

은 부착위치에서 계산된 주파수응답함수에서 추출한 유효관

성질량 및 강성에 의한다. 

2.2 1 자유도계 등가 유효 관성질량 및 강성 

  다 자유도계 질량과 강성으로부터 각 모드별 유일한 잘량

과 강성을 산출하기 위해서 질량행렬로 정규화된 모드형상

벡터(Mass Normalized Mode Shape Vector)를 이용한다.

  관성질량으로 정규화된 모드형상행렬(   )은 모드관성질

량    과 모드형상행렬(  )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계산된다.(3)

    
  

여기서  
   

               (1)

  식 (2), (3)에서 정의된 유효관성질량 및 강성은 동일한 

입출력 지점에서 계산된 주파수응답(Point  FRF, )

에 대해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이용하여 비틀림 댐퍼의 설치 위치인 1번 지점의 두 

번째 모드에 대한 등가 1-자유도 계의 유효 관성질량 및 

유효 강성을 계산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Effective Mass Moment of Inertia and 

Effective Stiffness at Position 1 for 2n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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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대상 축계에 대한 비틀림 댐퍼의 설계

  Table1과 같이 주 시스템의 관성질량과 강성이 결정되면  

참조하여 11-자유도 계의 1번 위치에 부착되는 댐퍼에 해

당하는 부 시스템의 관성질량과 강성은 동흡진기 최적설계 

이론(4)을 이용하여와 Table 2와 같이 결정된다. 

Table.2 Designed Mass Moment of Inertia,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 for Torsional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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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Mobility(H11) of Shaft Model with Dynamic Damper

 Fig.7은 댐퍼설계 시 본 연구의 설계방법과 계의 전 관성

질량을 사용했을 때와의 주파수 응답을 비교한 것으로 본 

방법이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큰 진동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모드에 미치는 영향도 적음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선박용 축계 비틀림 댐퍼의 설계를 위하여 

디젤엔진 축계 비틀림 진동해석을 통하여 관심 모드를 결정

하고 그 모드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유효관성질량 이론

과 동흡진기 최적설계이론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댐퍼의 

만족한 주파수응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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