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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al intensity has been mainly utilized to identify vibration energy flow in a vessel.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intensity of a shuttle tanker subjected to H-moment of the main engine was 

calculated using a finite element model.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top-bracing 

elements, which support the main engine onto the hull structure to prevent the excessive transverse 

vibration of the main engine, play the role of the dominant path and sink for vibration energy flow 

from the main engine.  Therefore, the structural intensity was controlled by the modification of 

stiffness and damping characteristics of the top-bracing elements.  As a result, it is observed that 

the transverse vibration level at the center of navigation bridge deck decreased after the control of 

structural intensity. 

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진동 인텐시티(1~4)는 내력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

되어 구조물 내 진동 에너지의 흐름을 정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로서 유효 기진원을 파악하

고, 유입되는 진동 에너지의 전달 경로 및 소산 기

구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병진 자유도와 

회전 자유도에 대한 진동 거동을 단위 폭 당 파워

의 차원으로 통합시키기 때문에, 거동의 자유도에 

무관하게 전달 경로 간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최근에는 진동 

인텐시티 기법을 저진동 선박 설계에 활용하는 추

세이다.(5,6)  

본 논문은, 주기관 H-모멘트 기진력에 의한 공진 

가능성이 있는 선박를 대상으로, 진동 인텐시티 해

석을 적용해 방진 대책을 도출한 사례 연구이다. 대

상 선박의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 톱브레이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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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에너지를 주기관에서 선체로 전달하는 주요 

경로이자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요소임을 파악 

하였다. 따라서 톱브레이싱의 강성 및 감쇠 특성을 

변경함으로써 진동 인텐시티를 제어하여 진동 수준

을 저감하였다. 추가적으로, 방진 대책에 대한 모드 

해석적 의미도 부연하였다. 

2. 2. 2. 2. 해석해석해석해석    모델모델모델모델의의의의    구축구축구축구축    

원유운반선(Shuttle tanker)을 대상으로 MSC/ 

PATRAN을 활용해 유한요소 모델을 Fig.1과 같이 

구축하였다. 본 모델은 약 8,000개 절점과 약 

25,000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관은 Fig.2에 나타낸 바와 같이, 4개의 톱브레

이싱(Top-bracing: T/B)에 의해 횡방향으로 선체에 

지지되어 있다. 여기서 톱브레이싱은 가시성을 위해 

붉은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T/B는 bush 요소로 모

델링 하여, 병렬 연결된 강성 요소와 점성 감쇠 요

소의 특성을 갖도록 하였다.  

해석 모델에서의 기진력은 6.5Hz의 주기관 H-모

멘트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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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inite element model of  

shuttle tanker 

 

 

 
Fig.2. Engine room  

(Top-bracing: red dashed lines) 

 

 

 
Fig.3. Transverse mode at about 6.5Hz 

 

 

3333. . . . 모드모드모드모드    해석해석해석해석    기반기반기반기반    

MSC/NASTRAN의 normal mode analysis를 활

용해 유한요소 모델의 고유 진동수 및 모드 형상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관심 기진력인 주기관 H-모

멘트의 기진 주파수 6.5Hz 근방에 모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기관 H-모드로 모드 형상은 

Fig.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주기관 H-모드는 거주구 횡방향 진동과 강한 연

성을 보인다. 이로부터 6.5Hz의 주기관 H-모멘트

에 의해 거주구 횡방향 공진이 유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체의 T/B 지지 위치와 주기관

이 동일 위상으로 움직이나 주기관의 횡방향 진폭

이, 선체의 T/B 지지점에서 발생하는 횡방향 변형 

진폭에 비해 매우 크므로, T/B에 큰 변형이 발생함

을 알 수 있다. 

한편, normal mode analysis는 구축한 유한요소 

모델의 질량 행렬과 강성 행렬만으로 고유치를 해

석하기 때문에, T/B 내 감쇠 요소의 영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정성적 측면에서는, 

T/B에 변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감쇠 

요소는 진동 에너지를 열로 소산시키는 역할을 충

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데, 대상 선박의 거주구 횡방향 고진동 문제

는 T/B의 강성 조절을 통해 공진 회피를 시도하거

나 또는 T/B의 감쇠를 키워 공진 피크를 낮추는 방

진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444. . . . 진동진동진동진동    인텐시티인텐시티인텐시티인텐시티    해석해석해석해석    기반기반기반기반    

4444.1.1.1.1    진동진동진동진동    인텐시티인텐시티인텐시티인텐시티    연산연산연산연산    

기존 연구(3)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 요소의 진

동 인텐시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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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 i+I j

where

1
I = Re N u +N v +Q w -M ω +T ω

2
1

I = Re N v +N u +Q w +M ω -T ω
2

 (1) 

 

여기서, u,v,w와 
x yω ,ω 는 각각 속도와 각속도를 

의미하며, 
x y xy yx x yN ,N ,N ,N ,Q ,Q 와 

x y x yM ,M ,T ,T  는 

각각 요소 힘(element force)과 요소 모멘트

(element moment)를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복소

수이다. * 는 공액 복소수(complex conjugate)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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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며, {}⋅Re 는 실수부(real part)를 의미한다.  

식(1)을 살펴보면 속도 항과 요소 힘 항 (또는 각

속도 항과 요소 모멘트 항)이 동일 위상 성분을 가

질 때 0이 아닌 값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해석 과정에서 감쇠 특성을 무시하고 질량 특

성과 강성 특성만 고려하는 경우, 속도와 요소 힘 

사이에는 동일 위상 성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계

산된 진동 인텐시티는 0의 값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진동 인텐시티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 구축 및 

해석 과정에서는 반드시 감쇠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감쇠 특성이 정도 높게 모델링 될수록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가 갖는 물리적 의미가 명확해

진다. 

기존에는, 전선 진동 해석 시 유한요소 모델의 사

이즈가 크기 때문에 계산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인 

modal method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modal 

method는 진동 해석 시 감쇠 행렬을 직접 반영하

지 않고, 적절한 모드 감쇠(modal damping)로 근사

화 한다. 반면, direct method는 비록 계산 시간 측

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나, 감쇠 요소에 의한 감

쇠 행렬을 계산 과정에서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감

쇠 요소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SC/NASTRAN의 direct 

method 기반 frequency response analysis를 활용

해 진동 응답을 얻고, 이로부터 추출한 속도 및 요

소 힘 (또는 각속도 및 요소 모멘트)를 식(1)에 대

입하여 진동 인텐시티를 계산키로 하였다. 이로써 

진동 인텐시티 측면에서의 T/B 역할을 정확히 규명

하고자 하였다. 

 

4444....2222    결과결과결과결과    분석분석분석분석    

6.5Hz의 주기관 H-모멘트 기진력을 부과한 후 

이에 따른 진동 인텐시티를 계산하였고, 해석 결과

를 Fig.4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bar 요소와 bush 

요소에 대한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는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1차원 요소의 특성 상 폭이 정

의되지 않으므로, 단위 폭 당 파워 (W/m)로 정의되

는 진동 인텐시티 개념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Fig.4.(a)는 거주구의 진동 인텐시티를 나타내고 

있다. Fig.4.(b)는 기관실에서 주기관을 삭제하고 나

타낸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이다. 이를 살펴보면, 

주기관 H-모멘트 기진력에 의해 발생한 진동 인텐

시티는, 선박 구조 상 주기관을 지지하는 bottom 

deck와 T/B를 지지하는 deck로 전달된다. T/B 지

지 deck에서의 진동 인텐시티는 그 크기가 bottom 

deck으로 전달되는 진동 인텐시티의 크기 보다 더 

크며, 방향 또한 선체로 향하는 전달 특성을 분명히 

보인다. 따라서 T/B를 진동 인텐시티의 주요 전달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다. 

 

 
(a) Deckhouse 

 
(b) Engine room w/o main engine 

 
(c) Engine room w/ main engine 

Fig.4. Structural intensity of original fini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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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c)를 살펴보면, 주기관 상부의 T/B 연결점 

근방에서는 T/B로 향하는 진동 인텐시티의 크기가 

큰 반면, T/B를 지지하는 deck에서는 진동 인텐시

티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B를 통해 주기관에서 선체로 전달되는 진동 에너

지의 일부가 T/B의 감쇠 특성에 의해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소산(dissipation)되고 나머지 부분만 선체

로 전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데 T/B는 주기관의 진동 인텐시티를 선체로 

전달하는 주요 경로인 동시에 진동 에너지를 열 에

너지로 소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444....3333    방진방진방진방진    대책대책대책대책1: T/B 1: T/B 1: T/B 1: T/B 강성강성강성강성    변경변경변경변경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B는 진동 인텐시

티의 주요 전달 경로로서 역할을 한다. 전달 경로를 

절연하고자 T/B의 강성을 기존의 2/3 수준으로 낮

추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진동 인텐시티 해석을 재

차 수행하였고, 그 중 거주구에 대한 결과를 Fig.5

에 나타내었다.  

T/B 강성 저감 모델의 거주구에 대한 진동 인텐

시티 해석 결과는, 기존의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 

(Fig.4.(a))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그 크기는 기존 모델의 74%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

리고 거주구 횡방향 진동 또한 기존 모델의 7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4444....4444    방진방진방진방진    대책대책대책대책2: T/B 2: T/B 2: T/B 2: T/B 감쇠감쇠감쇠감쇠    변경변경변경변경    

진동 저감의 수단으로서 T/B가 진동 에너지를 흡

수하는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T/B의 감쇠를 기존

의 2배로 변경하였다. T/B 감쇠 증가 후 거주구에 

대한 진동 인텐시티 결과를 Fig.6에 나타내었다.  

T/B의 감쇠 특성이 증가한 경우의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는 기존 모델에 대한 진동 인텐시티 해석 

결과 (Fig.4.(a))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크기는 기존 모델의 50% 수준으로 낮아

졌으며, 거주구 횡방향 진동 수준도 5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5555.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주기관 H-모멘트 기진력에 의해 

거주구 횡방향 고진동 문제가 예상되는 선박

(shuttle tanker)을 대상으로 하여, 모드 해석 기법

과 진동 인텐시티 기법을 별도로 적용해 방진 대책

을 수립하였다.  

Normal mode analysis로부터 T/B에 큰 변형이 

발생함을 파악하였고, 따라서 T/B의 강성을 변경하

여 공진 회피를 시도하거나 감쇠를 키워 공진 피크 

높이를 낮추는 것을 방진 대책으로 예상하였다. 

Direct method를 기반으로 진동 인텐시티 해석을 

수행한 결과, T/B는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주요 

경로이자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요소임을 파악하

였다. 주요 경로를 절연하고자 T/B 강성을 낮추었

고, 그 결과 진동 인텐시티의 크기와 진동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B의 진동 에너

지 흡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쇠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진동 인텐시티의 크기와 진동 수준이 감소

함을 확인하였다. 

 

 

 

 
Fig.5. Structural intensity of finite model with 

soft T/B (only deckhouse plotted) 

 

 

 
Fig.6. Structural intensity of finite model with 

heavily damped T/B (only deckhouse plo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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