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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각종 자원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플랜트에서 

스팀 터빈, 가스 터빈, 원심 압축기 및 전동기와 같

은 회전 기계를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회전 기계들

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전되는 것이 중

요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설비 상태 관리 

시스템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회전 기계에 진

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설비 정지로 인한 손실

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주요 대형 회전 기

계에서 발생했던 진동 사례를 분석한 결과들을 소

개하고, 유사한 설비들을 운용하는 플랜트에서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유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

른 시간 내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진동 분석 사례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2. 사례 소개 

(1) BOG Compressor 불평형 진동 

BOG Compressor에서 발생했던 불평형 진동 사

례의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밸런싱 작업

을 통해서 해결한 결과를 소개한다. 

 

(2) 스팀 터빈 : 탄화된 오일에 의한 러빙 현상 

스팀 터빈에서 발생했던 오일 탄화에 의한 러빙 

현상의 진동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진단 과

정과 해결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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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 터빈 : 동익 탈락에 의한 진동 현상 

가스 터빈에서 발생했던 동익 탈락에 의한 진동 

데이터 검토 결과 및 그 진단 과정을 소개한다. 

 

(4) 가스 터빈 : 정렬 불량에 의한 진동 현상 

가스 터빈에서 발생했던 축 정렬 불량에 의한 진

동 데이터 및 운전 데이터들의 변화를 소개하고, 그 

진단 과정을 소개한다. 

 

3. 결  론 

발전소와 석유화학회사의 중요 회전 설비에서 발

생했던 몇 가지 진동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동 및 운전 데이터들을 검토해서 진동 원인을 파

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진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후  기 

설비의 진동 진단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종류

의 설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동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 두 사람이 이런 다양

한 경우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여러 설비 진단 엔지니어

들이 경험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

니다. 본 자료에서 모든 종류의 회전 기계에서 발

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몇 가지의 회전 기계 진동 

분석 사례가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과 많은 정보 및 사례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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