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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lectric power plant, the shaft vibration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point for successful 
long-term operation, because the high reliability unit needs stable rotor dynamic system. However, in 
the one combined cycle power plant, the abnormal high level shaft vibration analyzed 1 X on the 
journal bearing has been several times suddenly tripped of Gas turbine due to the accumulated oil 
carbide. This paper describes how to countermeasure the abnormal shaft vibration in the journal bear-
ing of Gas turbine exhaust bearing in the field. 

발전소에 있어서, 발전소가 높은 신뢰성이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회전체의 동적 운동이 확보되어야 하

므로, 장기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축 진동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어느 복합발전

소에서는 오일 탄화물에 의한 비정상적인 1X 성분의 축 진동 상승으로 가스터빈이 여러번 정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터빈 Exhaust 케이싱 베어링에서 발생한 이상진동에 대하여 어떻게 현장조치를 하였는지를 

기술하였다.

1)

1. 서  론

국내 발전소의 가스터빈은 약 120 기가 상업운전

을 하고 있으며, 가스터빈이 주 동력원인 복합화력 

발전설비는 전체 발전설비 중 24.3 %1) 이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발전설

비 중 가스터빈은 매일 기동과 정지를 하는 운영형

태의 첨두부하 발전기 역할을 하고있다. 빈번하고 

신속한 기동과 정지, 고온의 운전환경에 의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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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는 가스터빈의 내구성과 운전 신뢰성을 저해하

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급증하는 전력수

요를 담당해야하는 발전소 운영자의 최대 관심사는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발전기가 정지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것이다. 회전기계인 발전기의 건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써, 진동을 감시하여 

일정한 값 이상이 되면 발전기를 정지하는 것이 설

비 파손 및 경제적인 손실 방지에 유용하다.   

본 논문은 가스터빈 고온가스 배출부의 베어링에

서, 축적된 오일 탄화물에 의하여 기동과 운전중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높은 진동의 형태와 원인을 분

석한 것이다. 증기터빈의 경우에 Yang2)은 베어링 

oil deflector부에 유입된 보온재 가루가 고온 환경

에서 탄화되어 퇴적된 진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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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 현상 분석

2.1 가스터빈구조

Fig. 1은 수도권에 인접한 열병합 발전소에 있는 

가스터빈으로써, 매일 08:00에 기동하여 24:00 에 정

지를 하는 출력이 100 MW인 가스터빈의 개략도이

다.

Fig. 1 Schematics of a 100 MW   
       Gas turbine 

가스터빈의 사양은 Table 1과 같으며, 강제 윤활

유 공급방식의 상하 2분할 4패드로 구성된 틸팅패

드 저널베어링으로써 3,600 rpm으로 회전하는 축의 

양단을 지지한다.

Maker
Siemens westinghouse

(W501D5)

Output(MW) 100

stage
comp' 19 / axial compressor

turbine 4

comp' pressure ratio 14 : 1

Turbine inlet temp(℃) 1,118

Exhaust gas temp(℃) 530

speed(rpm) 3,600

Table 1 Gas turbine specification

2.2 진동 데이터 분석

 Fig.2 와 같이 저널베어링에 설치된 비접촉식 변

위센서를 이용하여 alarm 150 ㎛ p_p, trip 250 ㎛

p_p으로 진동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DM2000(벤트

리 네바다)을 사용하여 진동을 감시하며 분석을 하

고 있다. 
    

Fig. 2 Position of vibration sensor and
      bearing  

Fig. 3(a) 는 가스터빈 Exhaust 케이싱 베어링(#1 
BRG)의 기동과 부하운전, 그리고 정지시의 5개월 

동안 축 진동 trend 이다. 일일 기동정지를 하는 가

스터빈에서 70~80 ㎛ 를 유지하던 축 진동이 7월 중

숭 이후에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30일 후

에는 갑자기 267 ㎛ p_p 이 되어 불시 정지되었다. 
이후에도 기동시와 운전시에 불규칙하게 진동이 증·
감 하는 현상이 계속 지속되었다. Fig. 3(b) 는 15일 

동안의 축 진동 Trend 이다. 일일 기동과 정지를 반

복하는 가스터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축 진동 증

감 모습을 볼 수 있다.

(a) 5 Months

(b) 15 days

Fig. 3 Shaft vibration trend of #1 bearing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상 진동은 가스터

빈을 0 rpm에서 3,600 rpm까지 증가시키는 기동시

에 순간적인 최대치의 진폭상승이 나타나고, 이후 

부하 운전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로 진동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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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

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기동시 임계속도(critical speed) 부근에서 상승

하여 계통 병입시에 진동이 최대로 상승하였다가, 이

후 출력 증가시에 서서히 감소된다.

② 냉간기동시(정지 후 30 시간) 보다 열간기동시

(정지 후 8시간) 진동이 더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③ 부하 운전시 40~50 ㎛ 유지하던 진동이, 223 ㎛

까지 순간적으로 급상승하였다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

타날 때도 있다.

④ 기동시 임계속도 이전인 1,000rpm 부근에서 고

진동으로 trip되는 현상도 발생되었는데, 곧 재기동하

면( 1시간 후) 진동이 매우 양호한 상태 유지하였다.

Fig. 4 Shaft vibration spectrum of #1
      bearing

⑤ 축진동(X, Y_상대진동)이 증가하면 케이싱의 진

동(수직, 수평_절대진동)도 같이 상승하며, 진동성분은 

1X 이다.(Fig. 4) 

⑥ 기동을 준비하기 위한 터닝 운전시에 기동 모터

전류가 hunting시에는, 기동시 진동이 trip 까지 상승

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5 Shaft vibration Orbit trend of
      #1 bearing at 3,600 rpm 

⑦ 정지후 축 열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축의 spin 

cooling(온도 균일화 위해 850 rpm 까지 승속)을 실

시한 9월 중순 이후에는 열간 기동시의 진동상승 현

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전과는 달리 냉간 기동시 

진동상승 현상이 발생되었다.

Fig. 5는 고진동 발생 후 정상운전 중 축 궤적을 

나타내는 orbit 이다. 주기적인 파형의 왜곡이 발생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가스터빈의 Exhaust 측 베

어링의 진동으로서는 양호한 형태 모습을 보인다. 

Fig. 6 는 진동이 양호할 때(a)와 진동이 증가하

였을 때(b)의 기동후 승속 rpm  대비 1 X 성분에 대

한 진동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는 trend 이다. 3,000 

~ 3,600 rpm 진동의 진폭이 hunting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a)의 55 ㎛ 에 비하여 (b)의 63 ㎛ 로 

진폭이 증가하고 변동 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a)

(b)

Fig. 6 Shaft vibration Bode trend of
      #1 bearing at start up.

 

  

2.3 진동원인 판단

일반적으로 터빈-발전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

는 고진동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로터, 베어링, 버

켓 등과 같은 핵심 기계요소의 설계 잘못에 의한 고

진동, 질량 불평형, 축정렬 불량, 설치잘못 등과 기

계적결함에 의한 고진동, 운전 잘못으로 인해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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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고진동, 또는 터빈의 회전부와 정지부의 금속

접촉, 즉 rubbing 등에 의한 고진동이 있다.3)

진동의 진폭이 순간적으로 증․감하는 경우는 기계

적으로 회전체의 질량 불평형을 유발시키는 부품 탈

락 등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Fig. 3 과 같이 곧 

진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회전 부품의 탈락

에 의한 높은 진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2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진동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계적인 사항으로는, 베어링 진동센서 가

까운 부위에서 회전부와 고정부의 rubbing으로 인한 

마찰 발생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 터빈 exhaust 베

어링에 있는 air seal 또는 oil seal 부위와 축이 미

세하게 접촉되면 Fig. 6과 같은 진폭변화가 있을 수 

있다. 축과 고정체의 rubbing에 의한 마찰은 축 표

면을 뜨겁게 만들어 마찰방향으로 축을 휘게 만든

다. 휘어진 축의 질량 불평형은 기존의 불평형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에 질량 불평형을 만들어 축을 휘

게하므로4) 불평형에 의한 1X 성분의 진동이 상승하

게 되며 위상이 변화된다. 이러한 축의 굽힘 현상이 

발생되면 rubbing 정도에 따라 축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약 5시간 이상의 turning이 필요하나, 

연구대상의 가스터빈은 기동시 진동이 높아 정지되

었을 때 (20분 경과 후)재기동하면 진동이 양호한 

특성을 보였다. 

이상 진동의 진폭이 운전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

차로 커지고 지속시간이 순간적(수초~수분)인 것으

로 보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스터빈 exhaust 

베어링 air seal 이나 oil seal 부위는 530℃ 배기가

스가 통과하는 통로 근처에 있으므로 오일 탄화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 탄화물이 적층되

면 축의 회전에 의하여 탄화물 적층부위가 마찰하면

서 축의 열변형을 발생시키므로 순간적인 진동을 증

가시키고, 계속되는 마찰로 인하여 탄화물이 탈락하

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기계적인 메카니즘은 증기터빈의 고압터

빈 베어링에서 발생한 사례가 Yang의 논문에서 기 

연구되어 있다. 증기터빈에서는 진동이 증가하고 감

소하는 시간이 60~90분인 것에 비하여, 연구대상의 

가스터빈 경우에는 일일 기동정지를 하며, 8시간 정

지 후 기동시(기동시간 15분)에는 반드시 진동이 급

격히 상승 하였다. 

3. 진동 저감을 위한 정비

3.1 Exhaust 케이싱 취외 점검

2절 추론으로 도출된 가스터빈 exhaust 케이싱 베

어링 부위에서 고온 배기가스 영향에 의한 탄화물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케이싱을 취외 하기로 

결정하였다. 연구대상 가스터빈은 exhaust 케이싱 

상반부(exhaust cylinder)만 개방하면 베어링 및 air 

seal, oil seal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accumulated oil carbide 

 Vibration pickup

 #1 bearing

Fig. 7 Photograph of the accumulated oil
      carbide in a nearby #1 bearing

shaft

air seal oil seal

bearing

vacuum ①vacuum ③ 

air inlet ②

air seal oil seal

(a)

(b)

Fig. 8 Close-up photographs of the air seal
      and oil seal in a nearby #1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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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싱 취외 후 exhaust 베어링 부위를 점검한 

결과 Fig. 7과 같이 가스터빈의 4단 blade 디스크

(curvic coupling)에서 부터 베어링 oil seal 까지의  

고정체와 회전체인 축 표면 전체가 마치 코팅을 한 

것처럼 까맣고 단단한 오일 탄화물 적층이 발견되었

다. Fig. 8 과 같이 고정부인 터빈측 래비린스 타입 

air seal 요철부(seal tooth) 10개는 반경방향 전체적

으로 완전히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적층된 탄화물이 

일부 박리되고 있었으며(b), oil seal 요철부 8개는 반

경방향 부분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어 이와 맞닿는 

shaft 측은 마찰로 인해 반질거리게 polishing 되었다

(a). seal 좌․우측의 축 표면의 탄화물 적층은 0.75

mm 두께로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가스터빈 기동시 고온의 연소

가스로 인한 축과 고정체(seal 부위)의 상대적인 열팽

창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부하 운전중에는 충분히 팽

창되어 간섭되지 않던 부위가 기동시에 일시적인 상

대팽창 차이로 서로 닿아서 발생한(rubbing) 마찰(열) 

로 인하여 진동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탄화물 적층 원인 

일일 기동과 정지를 하는 가스터빈에서 기동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고진동 발생 원인은 베어링 oil 

seal 및 air seal 부위의 오일 탄화물 적층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기터빈의 선행 연구에서 Yang은 

탄화물을 분석한 결과 보온재의 가루, 대기 상 먼지 

등이 윤활유와 혼합되어 고온의 환경하에서 탄화된 

것으로써 탄화물은 보온재 가루의 주성분인 SiO2 및 

Al2O3 가 약 80% 로 구성되어 있음과, 외부에서 유

입된 보온재가 oil deflector를 통과하여 oil seal 요

철부에 퇴적되어 탄화 퇴적물과 회전하는 로터와 

rubbing 발생으로 고진동이 주기적으로 나타남을 밝

혀내었다.   

Fig. 8 의 air seal과 oil seal 요철부위를 근접사

진을 보면 air seal의 탄화물 적층이 더욱 심하게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진공 ① 은 베어링 오일이 

저장되는 메인 오일 탱크의 부압(220 ~ 245 mm

H2O)을 받고, air inlet ② 는 벤트 튜브(aspirating 

air vent tube)를 통하여 외부 공기와 자유롭게 통

하고 대기압을 받으며, 진공 ③은 가스터빈 연소가

스의 흐름으로 발생하는 벤츄리효과(venturi effect)

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압을 받는 시스템이다. Fig. 

7, 8 과 같이 seal의 요철이 있는 부위뿐만 아니라 

베어링 oil seal 에서 부터 4단 blade 디스크에 이

르기 까지 존재하는 회전자와 고정자의 모든 표면에 

오일 탄화물이 고르게 적층 되었다는 것은, 외부에

서 유입되는 보온재 등과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어

떠한 원인으로 진공 ① 부위에서 베어링 오일 비산 

증기(oil mist)가 ② 를 관통하여 대기로 배출되지 

않고 ③ 으로 유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정 해 

볼 수 있다. 

즉, 탄화물 발생 원인으로는 외부에서 유입된 이

물질(보온재)에 더하여, Fig. 8 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상호간 압력 불균형으로 인하여 

exhaust 케이싱 베어링에 공급되는 오일의 비산

(mist) 증기가 메인 오일 탱크로 회수되지 못하고, 

② 또는 ③ 으로 유입되어 가스터빈의 연소가스와 

함께 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진동 저감

정비 방법으로는 Fig. 8의 진공과 대기압력 형성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② 에 대기압을 형성하

는 베어링 하우징 벤트 튜브 청소와 베어링 비산 오

일 증기를 메인오일 탱크로 회수하는 진공을 형성시

켜주는 ① 계통의 배관의 분해하여 청소를 하였다. 

이 부분의 배관은 oil 증기와 수분에 의하여 부분적

으로 막혀있는 상태였었다. 축과 디스크의 탄화물도 

제거하고 oil seal 과 air seal 변형 유무와 간극을 

점검 하였다. 가스터빈 연소 배기가스 흐름의 벤튜

리 효과에 의해 형성되는 ③ 부분의 진공과 관련된, 

회전체인 4단 blade 디스크와 고정체인 케이싱과의 

근접부(static seal)에 대한 간극을 점검하였다.

정비 후 재 기동한 결과 Fig. 9 와 같이 기동시 가

스터빈 exhaust 케이싱 베어링 축 진동이 최대값의 

평균이 230 ㎛p_p 에서 120 ㎛p_p 으로 약 110 ㎛

p_p 이상 저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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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aft vibration trend of the #1 bearing 
      compared befor with after maintenance  

 

4. 결  론

본 논문은 일일 기동과 정지를 반복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기동시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 

영역 통과시 진동 이외의 이상 진동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비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① 가스터빈의 exhaust 케이싱에 위치한 베어링의 

오일 비산 증기(mist) 계통의 압력 불균형은, 탄화물 

적층에 의하여 기동시에 고진동을 유발한다.  
②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빈 운전시에는 메인 

오일 탱크에 적정한 진공을 유지하고, 베어링 오일

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오일 드레인 탱크의 부압

을 형성하여야 하며, 
③ 정비시에는 베어링 오일의 비산 증기(mist)를 

대기로 벤트하는 튜브와, 비산 증기를 메인 오일 탱

크로 회수하는 배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위 사례연구를 통하여 가스터빈에서 오일 탄화물

에 의한 진동 변화 경향과 원인, 그리고 정비대책 

이 증기터빈과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

었으며, 그 결과는 관련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

용 기기 사용자가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것임(2012-0003090)

참 고 문 헌

(1) Korea Power Exchange, 2010, Handbook of 
Electricity Statistics in korea(Korean Edition), pp. 4~5.

(2) (3) Seong Heon Yang, Chul Hyun Park, Chaesil 
Kim and Hyun Cheon Ha, 2002, Examination of the 
Periodic High Vibration by the Accumulatied Carbide 
at Oil Decflector of a Steam Turbine for Power 
Plant,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 12, No.11, 
pp.897~903.

(4) Donald E. Bently, 2002, Fundamentals of 
Rotating Machinery Diagnostics, Bently Pressurized 
Bearing Press, pp.420~424.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