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선박의 주요 국부 구조물인 Lashing bridge와 radar mast는 

직립형 구조이고 최상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동
에 취약하다. 최근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저속 주기관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선박의 주가진원인 주기관 가진 주파수
는 저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진 주파수가 국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치 가능성이 증
가하였으며, 실제로 시운전시 공진으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
고 있다. 이런 과도한 진동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계단
계에서 진동해석을 하여 공진회피 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며, 
건조단계에서는 실선 진동시험을 통해 진동해석 결과를 검증 
및 보완해야 한다.

모달 시험은 동적인 외력을 받고 있는 기계 구조물의 
진동특성인 공진주파수, 모드형상, 감쇠를 실험으로 찾아 
내는 것이다.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와 같은 국부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진동해석과 모달시험으로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부 구조물의 저진동 설계에 적용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부구조물의 진동현상 동향

컨테이너 운반선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Lashing bridge
의 플랫폼의 단수도 2~3단에서 4~5단으로 높아져서 점점 
더 진동에 취약한 형상으로 되고 있다. 또한 저속 주기관이 
적용됨에 따라 선수미 방향의 주기관 종진동이 증가하였으며 
선체 가해지는 가진력도 증가하고 있다. Lashing bridge & 
radar mast의 고유주파수와 저속화된 주기관 가진 주파수의 
공진에 의해 시운전시 과도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국부 
구조물의 고유주파수와 주기관 상용 운전영역에서 가진 주파
수와의 공진 가능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Trend between local structures and excitation force

모달시험을 통한 국부 구조물 방진대책 수립
권종현†･김문수･양성붕･이원석･이봉민

한진중공업

Vibration measures for local structures through modal tests
Jong Hyun Kwon†･Mun Su Kim･Sung Boong Yang･Won Seok Lee･Bong Min Lee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The Lashing bridge and radar mast of ship are upright structures so they are generally exposed to excessive

vibration. Recently, the use of low speed main engines for improving fuel efficiency has been increasing, and the

excitation frequencies of the main engine are moving to the low frequency band. If the excitation frequencies are

coincident with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local structure, excessive vibration occurs during main engine operating

condition. The modal test is to experimentally determine resonance frequency, mode shape, and damping, which

ar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a mechanical structure under dynamic external force. Through this study,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ucture are obtained by modal tests and the low vibration measure is applied to the loc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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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최근 국부 구조물은 진동에 취약한 형상으로 변
경되고 있으며, 저속 주기관의 사용에 따라 가진력의 크기의 
증가함과 동시에 공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2.2 국부 구조물의 모달 시험
11,000TEU급 컨테이너 운반선의 lashing bridge와 300K 

급 유조선의 radar mast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모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진동특성을 추출하였다.

1) 안벽시 충격 해머 시험
충격 해머시험은 구조물을 충격 가진할 때 기진력 크기와 

과도 응답을 동시에 측정하는 방법이다. 충격 기진 장치로 해머 
하나만 있으면 되며 시험시간이 짧고, 정밀한 모달 시험이 가능
하다. 단 실제 기진력이 아니기 때문에 진동응답 허용치 설계에
는 한계가 있다. Fig. 2는 radar mast의 충격 해머 시험 사례이다.

Fig. 2 Impact hammer test for radar mast
2) 시운전 자유 항주 시험시 국부 구조물 진동 계측
최대 회전수(MCR) 출력의 30~100% 구간에서 주기관 회

전수를 일정한 속도로 변화시키면서 진동 계측을 수행한다. 
다음 Fig. 3은 주기관 RPM sweeping 시험시 주기관의 진동
수준을 waterfall로 나타내었다.

Fig. 3 RPM sweeping test for main engine vibration
3) 모달 시험 결과를 통한 진동특성 추출
자유 항주 시험과 충격 해머 시험을 통한 진동결과는 상용 

소프트웨어 ME’SCOPE를 이용하여 진동특성 공진주파수, 
모드형상, 감쇠를 추출하였다. ME’SCOPE를 이용한 Lashing 
bridge의 진동특성 추출 사례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Modal test results for lashing bridge

2.3 국부 구조물의 모달 시험 결과
1) Lashing bridge 시험 결과
Lashing bridge는 하부 구조와 형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

문에 3가지 종류에 대해 충격 해머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속도 계측지점 10개과 종 & 횡방향 그리고 해머 가진 

지점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Measuring points for lashing bridge
해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 고유모드와 고유 주파수

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다. 주파수 응답 함수를 Fig. 6에 나
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4개의 주요 고유모드와 주파
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비틀림 모드 1절, 굽힘 2절, 3
절, 4절 순서로 계측되었다.

Fig. 6 FRF for lashing bridge through impact hammer test
Table 1 Mode shapes for lashing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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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고유모드와 추진기관 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을 검토 
하기 위해 캠벨 선도를 작성하며,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 Campbell diagram for lashing bridge
그리고 시운전시 주기관 RPM sweeping 결과를 통해 공진 

여부 확인하였으며 및 강제 진동결과를 회전 차수 별로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 RPM sweeping test for lashing bridge
2) Radar mast 시험 결과
Radar mast에 대해 충격 해머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9는 가속도 계측지점 4개와 종 & 횡방향 그리고 해머 가진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Radar mast의 종 & 횡방향 주파수 응답 함수를 Fig. 10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고유모드와 주파수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위의 고유모드와 추진기관 가진 주파수와의 공진을 검토하기 

위해 캠벨 선도를 작성하였으며, 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시운전시 주기관 RPM sweeping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다.

Fig. 9 Measuring points for radar mast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Fig. 10 FRF for radar mast through impact hammer test 
Table 2 Mode shapes for radar mast 

(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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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direction)

(Transverse direction)
Fig. 11 Campbell diagram for radar mast

Fig. 12 RPM sweeping test for radar mast

2.4 국부 구조물의 해석결과와 비교
Lashing bridge 고유 진동해석 결과와 모달 시험 결과는 

아래 Table 3에 비교하였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model test and FEM analysis

강제 진동해석 결과를 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모달 시
험 결과에서 4개 주요 모드에 대해서 감쇠를 Fig. 13과 같이 
추출하였다.

Fig. 13 Damping for lasing bridge

5. 결 론
선박의 국부 구조물 중 진동에 취약한 Lashing bridge와 

radar mast의 진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안벽시 충격 해머시
험과 시운전시 rpm sweeping 진동 계측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본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각 case별 방진 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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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 하였다.
충격 해머시험에 의하면Lashing bridge의 고유모드는 하

부 지지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어퍼데크에 지지된 구
조보다 해치코밍에 지지된 구조의 고유진동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시운전시 rpm sweeping 진동계측을 통해 주요 기진력과
의 공진여부를 검증 하였고 진동수준이 높은 경우 진동 보강
을 통해 고유진동수를 높여 공진을 회피 하였다. 시운전 계
측과 모달시험을 통한 진동 수준, 진동 모드 형상, 고유진동
수를 종합하여 보다 적절한 진동보강 방안을 수립할 수 있었
다. 또한 보다 정확한 진동 예측을 위해 기존의 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으며 모달시험 결과 얻을 수 있는 감쇠계수를 활용
해 국부 구조물 진동 해석 정도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 한다.

Referenc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KR), 2014. Control of ship 

vibration and noise. Text Books.

권 종 현 김 문 수 양 성 붕 이 원 석

이 봉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