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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rine diesel generator(D/G) set which is supported with resilient mounts for vibration isolation 

has been experienced the resonance problem by the main engine or propeller excitations and rigid 

body modes. Then the avoidance of resonance is difficult because the several excitations and 6 rigid 

body modes have t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In this paper, stiffness adjustable mounts was developed and proposed to control the natural 

frequencies of installed D/G set. Operating concept of the mount is that the total stiffness of moun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engagement of secondary rubber element in addition to primary 

one. The performance of mount was verified with the test rig and actual experiment in D/G set. 

 

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선박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박용 디젤엔진 발전

기세트(diesel generator set : D/G set)는 Fig. 1과 

같이 엔진 자체 기진력에 의한 진동이 갑판(deck)

으로 전달되거나 외부 진동이 발전기세트로 전달되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탄성 마운트(resilient 

mount)로 지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  

 

 
Fig. 1 Marine diesel generato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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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세트 진동은 디젤엔진 기진력에 의한 강제

진동보다는 발전기세트 고유진동수와 엔진 기진력 

사이의 공진에 의한 것이 지배적이며 여러 엔진 제

작사에서는 공진 회피를 위해 초기 설계 단계에서

부터 방진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탄성모드(flexible 

mode)와의 공진 회피를 위해서는 엔진 블록, 발전

기, 베이스프레임 등의 설계가 중요하고 탄성 마운

트 지지에 의한 6개의 강체모드(rigid body mode)

와의 공진 회피를 위해서는 적절한 탄성 마운트의 

선정이 필요하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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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bration of D/G set by main engine and propeller 

excitation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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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방진 설계가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선박에 탑재된 후에 Fig. 2와 같이 선박 기진력, 즉 

주기관 또는 프로펠러 기진력과 발전기세트 강체모

드가 공진을 일으켜 정지해 있는 발전기세트조차 

허용치를 초과하는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탄성마운트 개수 또는 강성 변경으로 강체모드 고

유진동수를 기진력과 회피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디

젤엔진 자체 기진력 외에 선박 기진력까지 고려해

야 하고 회피해야 할 강체모드가 6개이므로 쉽지가 

않다. 게다가 발전기세트가 설치된 후에 문제가 발

생하면 그 해결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체모드 고유진동수

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

으며(3) 본 연구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기 설치된 발

전기세트 탄성마운트의 강성을 조정하여 공진 회피

가 가능하도록 임의의 강체모드 고유진동수를 구현

할 수 있는 강성 조절형 탄성마운트를 제시하였다. 

 

2. 2. 2. 2. 강성강성강성강성    조절형조절형조절형조절형    마운트마운트마운트마운트    설계설계설계설계    

박용 발전기세트에 사용되는 탄성마운트는 Fig. 3

에서 보듯이 하우징(housing),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설치되어 실제 

마운트 역할을 하는 고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고

무 요소는 콘(cone) 형상으로 되어 있어 수직 방향

뿐만 아니라 수평 방향 강성도 구현할 수 있으며 

하우징에 연결되는 버퍼 볼트(buffer bolt)는 지지하

고 있는 기계의 진동에 의해 마운트가 과도하게 변

형되는 것을 방지하는 여유 공간을 설정하는데 사

용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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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ilient mount for D/G set 

본 연구에서는 강성 조절형 마운트 개발에 있어서 

기존 고무 요소(primary rubber element) 외에 부

차적인 고무 요소(secondary rubber element) 설치

를 생각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2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먼저 선박에서는 주요 기진원인 주기관의 운전속

도가 최대 120 rpm 내외이며 프로펠러 날개 개수

(4~5개)를 고려하더라도 기진 주파수가 10 Hz 이

내이다. 게다가 고유진동수 1 Hz의 변화는 4개의 

프로펠러 날개 주파수를 고려할 때 주기관 운전 속

도로 15 rpm 변화를 의미하므로 작은 주파수 변화

에도 충분히 운전 영역에서 공진 회피를 구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기존 사용되고 있는 탄성

마운트 크기와 개발된 마운트의 크기가 다를 경우 

발전기세트와 연결되는 각종 의장품들의 재배치(재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위 사항들을 바탕으로 큰 강성(주파수) 변화 없이 

기존 마운트 크기를 유지하면서 부차적인 고무 요

소를 Fig. 4에서 보듯이 버퍼 볼트에 추가하였다. 

 

Secondary 

Rubber element

 
Fig. 4 Secondary rubber element in buffer bolt 

 

이 버퍼 볼트는 정상 운전 조건에서는 바닥과 이

격되어 있지만 마운트 강성 조정이 필요할 때는 바

닥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기존 고무 요소와 병렬 연

결되고 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부차적인 고

무 요소로 인해 기존 버퍼 볼트의 역할을 계속 수

행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3.3.3.3.    시제품시제품시제품시제품    제작제작제작제작    및및및및    성능성능성능성능    시험시험시험시험    

설계된 강성 조절형 마운트를 실제 제작하여 Fig. 

5에 보듯이 하중-변형 측정기에서 정강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6에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Test A”는 기존 고무 요소가 약 7 mm 변형된 후

에 버퍼 볼트를 바닥과 접촉 시킨 것이며 “Test B”

는 약 5 mm 변형 후에 버퍼 볼트를 접촉 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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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버퍼 볼트 접촉 후에는 약 2 mm 추가 변형 

시험을 하였다. 2 mm의 추가 변형은 발전기세트 진

동 허용치인 18 mm/s, rms를(5) 10 Hz 기준으로 고

려하였을 때의 최대 진폭을 고려한 것으로서 원하

는 변형 영역 내에서 강성 조절형 마운트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Fig. 5 Load-deflection test of resilient mount 

 

 
Fig. 6 Results of load-deflection test 

 

시험 결과를 보면 버퍼 볼트에 추가된 고무 요소

에 의해 기존 정강성의 약 3배 정도 강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접촉 위치(기존 고무 요소의 변

형량)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4444. . . . 실적용실적용실적용실적용    시험시험시험시험    

개발된 강성 조절형 마운트를 실제 발전기세트에 

적용하여 강체모드 고유진동수의 제어 성능을 검증

하였다.  

Fig. 7은 총 10개의 강성 조절형 마운트가 설치

된 발전기세트이며 발전기 측 4개 마운트의 강성 

증가 전후에 대해 충격 시험으로 고유진동수를 구

하였다. 

 

 

 
Fig. 7 Actual application of stiffness adjustable mounts 

 

충격 시험 결과인 주파수 응답 함수를 강성 조절 

전후에 대해 Fig. 8과 Fig. 9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고 고유진동수 변화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결과에서 보면 발전기 측 4개 마운트만 강성을 

증가시키면 lateral mode와 pitching mode 고유진

동수 증가 효과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기존의 

bouncing mode는 강성 조절 후 pitching mode와 

연성되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강성을 증가시킬 마운트 위치와 개수를 적절히 선

택하면 특정 모드의 고유진동수만 다른 모드에 비

해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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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orizont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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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equency response function (Vertical direction) 

 

Table 1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ies 

Mode  조절 전  조절 후  변경율 

Lateral  7.12 Hz  8.12 Hz  114%114%114%114%    

Longitudinal 10.1 Hz  10.4 Hz  103% 

Yawing  11.7 Hz  12.0 Hz  103% 

Bouncing  14.1 Hz  20.0 Hz  142% 

Pitching  16.0 Hz  20.0 Hz  125%125%125%125%    

Rolling  22.9 Hz  24.7 Hz  108%  

 

이상의 계측 결과로부터 강성 조절형 마운트를 이

용한 고유진동수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가

로 버퍼 볼트의 바닥 접촉에 의한 진동 증가 및 이

상 거동을 확인한 결과, Fig. 10에서 보듯이 정격 운

전 속도인 900 rpm 근처의 비공진역에서 발전기 

베어링의 진동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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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vibration response level 

3. 3. 3. 3. 결론결론결론결론    

박용 발전기세트의 강체모드 고유진동수를 설치

된 상태에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강성 조절

형 탄성마운트를 개발하였다. 기존 고무 요소에 추

가 고무 요소를 버퍼 볼트에 설치하여 이 버퍼 볼

트의 바닥 접촉 여부에 따라 강성 변화를 구현하였

다. 

시제품 및 실적용 시험을 통해 강체모드 고유진동

수 변화를 검증하였으며 강성 조절 마운트의 개수 

및 위치에 따라 원하는 강체모드 고유진동수를 선

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이

로 인해 발전기세트 설치 후 발생된 공진 문제 해

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상품화를 위한 설계 및 내구, 소음 성능 검

증 등 관련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후후후후        기기기기    

본 연구에 있어서 시제품 제작 및 시험에 도움을 

주신 유일엔시스㈜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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