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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vibration of the ship propulsion machinery (ISO 20283-4). 

ISO 20283-2 for measurement of structural vibration on ships was finalized last year and ISO 20283-4 was drafted 

and reviewed by particulate ISO members now. As the importance and core field in ISO 20283-4, the torsional 

vibration of propulsion system for sea going vessels should be analysed in design stage and it should be confirmed 

by the its measurement during the sea trial. Criteria for evaluation of torsional loadings are defined by IAC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UR M68.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d the important and  

controversial matters during the review of ISO 20283-4.  

1. 서 론

     지금까지 선박과 선박 내에 탑재되는 각종 기계장치

의 진동에 관한 국제적인 규정은 주로 선박검사와 승인 그

리고 보험 업무를 맡고 있는 선급(1~3)을 포함한 

IAC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3)를 중심으로 제정되어 적용되어 왔다. ISO 

20283의 작업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노

력을 하여 왔으며 2007년 11월에 Part 2가 완료되었다. 

ISO 20283의 전체적인 구성은 Part 1 : General 

guidelines, Part 2 : Measurement of structural 

vibration on ships, Part 3 : Pre-installation vibration 

measurement of shipboard equipment, Part 4 :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vibration of the ship 

propulsion machinery, Part 5 : Guidelines for the 

measurement, evaluation and reporting of vibration 

with regard to habitability on passenger and merchant 

ships로 되어 있다.  본 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ISO 

20283 Part 4의 제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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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 계측 장비 및 방법(4~17) 

2.1 진동 계측 및 장비의 요구 조건  

  각종진동을 측정하는 변환기 (Transducer), 신호증폭기, 

데이터 저장장치는 측정하고자 하는 진동 요구에 적합해야

하며 적용된 계측기술의 정확도는 10 % 내를 유지하여야

만 한다. 회전체에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힘/토크 또는 

다른 계측의 주파수 상한선 200 Hz는 일반적인 가이드로 

충분하다. 기어와 과급기 등의 가속도 측정은 그들의 기진

력에 따라 높은 고주파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원 데이

터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하고 종이인 인쇄 출력자료도 

일부 수용할 수 있지만 재생의 목적으로 전기적인 저장 방

법을 더 선호한다. 진동에 대한 위상각은 기진력을 기준으

로 (예 : 실린더 No.1의 상사점)하여 저장하는 것을 추천하

며 예외의 경우로 프로펠러의 위상도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다.

   테스트 조건은 ISO 20283-2와 유사하며 아래 Table 1

과 같다. 엔진 테스트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틀림진동의 

경우 착화실패 또는 실린더 차단 (Cut-off) 상태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선급에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다. 다기 

(2기 이상) 엔진을 포함한 복잡한 시스템은 계측 수행 전 

관련된 기관들이 동의한 운전 모드들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선급의 요구관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축에 클러치를 통해 운전하고 

있는 엔진들에서 여분의 추진 장치를 갖는 선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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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과 비상 운전 시 한 엔진 또는 두 엔진 운전에 대한 

비틀림진동의 계측) 

    추진시스템에 관한 계측 조건은 Table 1에 보이며 데

이터 처리에 관한 내용은 Table 2에 보인다.  각 계측채널

은 신뢰성, 재생, 정확한 작동을 위하여 정상적인가를 체크

하고 스트레인 게이지는 현장에 설치 후 정상적으로 교정

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측된 기계진동은 동시에 다채널 

저장 기술을 이용하거나 각 채널에 대한 위상을 추가적으

로 저장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1회 이상의 주파수 분석의 

평균은 정속회전수에서 해야 하고 속도 변동 시에는 1회만 

주파수분석을 행하여야 한다.   

 

Table 1 Measurement condition concerning

propulsion system for ISO 20283-4

Description Requirement

Water depth More than 5 times of the ship draught

Sea condition

- Small craft : sea state 1

- Small ships (〈10,000 gt : sea state 2)

- Large ships ( ≥10,000 gt : sea state 3)

Speed range 

- Steady-state : From. minimal to 

nominal speed with steps 5% of the 

nominal speed

- Slow and steady acceleration from min 

to max speed: About 30 min for 

low-speed 2stroke, About 10 min for 

medium and high speed with acceleration 

rate less than 2% of the nominal speed  

 

Table 2 Data processing 

Description Requirement

Resolution At least 400 spectral lines

Magnitude Frequency or harmonic order spectra 

 Order tracking
- One revolution for 2stroke engine

- Two revolution for 4stroke engine

 Values for vibration 

severity
Peak value or r.m.s.

Filter

-High pass filter 

-Low pass filter

-Others (moving filter)

2.2 비틀림진동 계측

   ISO 20283-4에 대한 핵심은 비틀림진동의 계측이라 

할 수 있으며, 비틀림진동은 각 선급마다 자체 규정으로 제

정되어 지금까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왔다. 통합된 규정은 

2000년 초부터 선박용 디젤엔진제작사 선급 및 대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CIMAC (국제 연소기관회의) 내 WG 

(작업반) 14를 만들어 협의 검토하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2005년 UR (Unified requirements) 68로 개정되었다. 특

히 비틀림진동은 선박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고 지대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설계단계에서 계산 결과에 대하

여 선급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상 시운전시 계측에 의해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비틀림 진동은 과도할 경우  

크랭크축을 포함한 추진축계의 절손사고, 각종 동력장치의 

피로누적에 의한 파손, 심지어는 조립된 프로펠러가 축으로

부터 이탈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선박의 안전을 위

협하고 있다. 

   계측에 앞서 정상적으로 계산이 수행되며 이 계산은 책

임기관(선급, 제조사, 컨설턴트, 선주)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한다. 계측은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여 수행되어야하며, 관

계된 모든 진동모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실제와 가장 

근접한 기술로 준비되어야 한다. 즉 7실린더 이하의 엔진

에서는 1-노드 진동이 주이며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원격측정장치나 크랭크 선단 각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중간축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는 기술이 보다 근접된 기술이라 볼 수 있다. 8실린

더 이상에서는 1-노드진동은 중간축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2-노드진동은 절점이 있는 크랭크축의 내부에 스

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크랭크축 선단에서 비틀림 각을 측정하

는 간접적인 방법이 적합하다.  평가를 위하여 계측된 진폭 

값은 승인된 비틀림진동 계산모델에 의해서 환산되어야 한

다. (시스템 상에 다른 부분의 진동토크 또는 비틀림 응력

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토크 또는 힘을 평가) 전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탄성커플링, 기어 메시, 축(변동 전단 응

력)과 같은 연결부 (변동토크)이다. 계측 기술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동적응력 계측과 엔코더, 

다른 각 측정 방법에 의한 비틀림 진동 각 또는 뒤틀림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2.3 종 및 횡진동 계측

   종진동 계측도 비틀림진동과 동일하게 관계기관들의 동

의에 의해서 수행되며, 특별하게 기술적인 필요성의 경우에

만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LR (영국선급협회)에서는 선박에

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계측기술과 방법도 앞에서 

언급한 비틀림진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한다. 계측기술

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축의 운동 (변위)/축 진동 

   · 상응하는 베어링 하우징 또는 기초부에 대한 플랜지   

     의 운동

 - 추력 계측: 추력 베어링에서 추력 계측은 예외적 (특별

한 선박 또는 손상에 대한 조사)인 경우에 적용되며 저속 

2행정 디젤엔진과 기어박스 하우징 내부에 통합된 추력베

어링을 갖는 기어로 된 추진플랜트는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 축에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에 의해서 전후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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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적 응력

    · 트러스트 칼라 (Thrust collar)에 설치된 장비

    · 추력 베어링의 변위와 베어링의 강성 모델 수단에

      의해서 추력의 재계산  

    · 추력 베어링 비회전 부위에서 굽힘 응력과  베어링의

       모델링 수단에 의한 추력의 재계산  

   축의 굽힘 (횡) 진동계측도 종진동과 동일한 방법이 적

용되며 관계기관들이 동의한 경우만 수행하며 계측 기술은 

아래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스트레인 게이지에 의한 굽힘 응력 계측 (굽힘의 계측

은 이 진동의 주 가진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와 근접할 때 

종종 적용되며 축의 지름이 적고 축 간의 길이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으며 높은 진동 

굽힘 모멘트를 굳이 찾는다면 높은 경사각의 고속 회전 카

르단 (Cardan) 축이 전형적인 예이다. 굽힘 (횡) 진동계측

을 위하여 90°에서 두 개의 풀 (full) 계측 브리지는 진정

한 동적 굽힘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90°  간격 가로방향의 프로브(probe)에 의한 축 궤적 

2.4 기계와 부품에 대한 비 회전 부분의 구조 

진동 계측  

  구조진동의 계측은 가속도 센서 또는 속도 센서로 수행

하며 디젤엔진은 실린더가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동을 낮은 속도로 샘플링

하려면 속도센서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그러나 신호에 

대한 후처리와 함께 진단과 필터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춘 

장비는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디젤엔진은 계측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것과 마찬가

지로 계측 점을 정의하기 위하여 엔진 마운트를 고려해야

한다. 탄성지지는 일반적으로 중·고속 엔진에 적용되며 엔

진 부착물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에서 계측된 데이터는 탄성

지지에서 직접적인 엔진의 힘과 운동의 혼합이다.  통상적

으로 이들의 영향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Fig.1은  

ISO 10816-1, 10816-6에 주어진 전형적인 계측점이다. 

   저속 2행정 디젤엔진의 구조진동의 계측 점과 평가에 

대한 기준은 이를 제작하는 엔진제작사에 의해서 제공되며  

이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ISO 10816-6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엔진 프레임진동은 28~45 mm/s r.m.s. 부착된 구

조물의 진동은 45~71 mm/s r.m.s.를 가이드로 추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엔진 제작사인 덴마크 M.A.N SE사는 엔

진 본체(프레임)에서 25 mm/s 이하의 피크 값은 문제가 

없으며, 25~50 mm/s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리고 50 mm/s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 고속 4행정 디젤엔진도 저속 2행정 엔진과 적용방

법에 있어 동일하며 엔진본체의 허용진폭은 45 mm/s 

r.m.s.이며 엔진에 부착되는 배기관, 충전 공기 냉각기( 

Charge air cooler), 핸드 레일 파이프 등은 가이드 값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다. 진동 제한 값은 명시된 주파수범위

와 계측 점에서 진동 마운트 제작사와 왕복동 기관의 제작

사의 허용 값으로 동의되어야 한다.  

  

Fig. 1 Typical measurement points at a diesel engine

   스팀터빈도 제조사의 평가 기준이 없을 경우 ISO 

10816-3, 10816-4를 적용할 수 있다. 스팀터빈을 원동기

로 사용할 경우 스팀터빈 또는 자려진동과 해상 환경에 의

해서 발생하는 진동 (예를 들어 프로펠러에 의해서 유기되

는 진동) 구분하여야 한다. 자려진동을 위하여 전형적으로 

설계 값이 적용되며 계측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같은 유사

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계측에 대한 대표적인 

값은 축방향진동과 마찬가지로 로터의 불평형 (횡 방향의 

1, 2차 )이다. 그리고 대부분 제조사들은 이러한 외부 환경

에 의해서 유발하는 진동은 14 mm/s r.m.s.보다 낮은 값

을 추천한다.   

   전기 추진 모터도 스팀터빈과 마찬가지로 제조자가 평

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ISO 10816-3을 적

용할 수 있으며 해상 환경에 의한 진동 기준도 동일하다.  

불규칙한 자장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평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려진동 값의 진동계측은 해상 환경의 영향이 

없는 테스트 베드에서 할 수 있으며 진동은 5 mm/s r.m.s.

이하여야 한다.

   기어박스 구조진동의 계측은 기어박스 내 추정되는 부

하의 간접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진동은 내부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의해서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내부 유발 진동은 

기어 메시, 입력, 출력 및 중간축의 불평형 진동과 마찬가

지로 롤러 베어링의 궤적에 있으며 외부 유발진동은 엔진, 

프로펠러 그리고 진동을 유발하는 축계 배치에 있다. 앞에

서 언급한 진동의 근원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며, 특히 

기어 메시로 유발된 기어박스에서 계측된 가속도는 상부 

주파수 범위를 정해야 하며 해상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합성 값과 비교하여 적은 진폭을 갖는다. 필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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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

다. 진동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어박스 부하의 정확한 평가

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진동수준이 낮도록 유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 허용 진동에 대한 추천은 통상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진동 수준에 의존한다. 속도 진폭은 

진동부하가 기어박스로 진입하는 (베어링 커버 기어박스 

입력 축,  베어링 커버 기어박스 출력축 및 기어박스 브래

킷) 기어박스 하우징의 격자점에서 개방된 상태로 측정하

여야한다. 계측은 제작된 전 운전 속도 범위 전역으로 확장

해야하며, 운전속도 범위에서 기어 박스에 부착된 부품들이 

디젤엔진 또는 프로펠러의 주 가진 차수의 공진까지 떨어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동진폭은 주파수 범위 5~300 

Hz까지 계측하여야 한다. 디젤엔진과 분리 설치된 강성 지

지 기어 박스의 연속운전을 위한 값으로 ISO 

10816-6:1995 Class 3기준으로 3축( 상하, 수평-좌우, 수

평-전후)의 방향에서 전 광대역의 주파수에서 7.1 mm/s 

r.m.s.이하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관계된 값은 전 광대역 주파수 진동 속도가 

11 mm/s r.m.s, 그리고 좁은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 주파

수 최대값이 10m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 

기어제작사는 앞에서 언급한 제한 값을 초과할 경우를 허

용할 수 있다. 

   축 베어링에서 진동계측은 축의 횡진동을 계측하기가 

어렵고 진동문제 (공진상태에서 축 또는 축계 일부)는 베어

링 위치에서 높은 진동진폭/속도/가속도에 의해 분명하기 

때문에 운전에 있어 축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Fig. 2 Measuring points on bearings

    베어링에 대한 적합한 계측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ISO 10816-1를 추천하며 계측위치는 Fig. 2에 보인다.  

   분리된 지지대(Pedestal)가 있는 베어링은  4행정 엔진

과 마찬가지로 2행정엔진에 둘 다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이 베어링은 발생된 진동차원에서 수동적이며, 측정은 축

(굽힘 진동) 또는 기초부 (전형적으로 프로펠러 또는 진동

이 발생되는 엔진)를 통해서 발생하는 진동 진폭/속도/가속

도에 대응되는 것에 집중된다. 엔진과 프로펠러 유기진동은 

축의 종/횡적 운동을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분석 과정에서 

에 주된 원인, 진동의 경로, 만약 수학적인 모델로 주 가진 

주파수와 근접하는 공진을 예측한다면 각기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적어도 베어링과 모달 해석 기술과 같은 두 곳

의 높이 (베어링 하우징과 기초부)에서 하는 계측을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추천한다. ISO 10816-1은 하우징 타입의 

베어링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어를 갖춘 4행정 엔진

에 대한 통합된 기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적인 그리고 전기적인 Azimuth drives,             

Voith-Schneider, 펌프-분사(water-jet)와 같은 통합된 추

진 시스템 유닛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트랜스미션으로

의 요소로 구성된다. 포드 (pod) 프로펠러와 펌프-분사는 

다음 절차를 추천한다. 

  (a) 진동테스트를 위한 계측 점은 베어링 하우징-3축, 축 

베어링-3축, 선체

  (b) 평가를 위하여 다음 고려 사항은 유용하며 계측위치

와 방향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가속도를 속도로 전환, 평가 

기준에 따라 1 kHz까지 좁은 밴드로 분석(△f=1Hz), 

평가기준에 대한 결과비교, 모든 계측된 데이터와 정보는 

후처리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5 평가  

  수락 기준은 계약적으로 관계된 기관들 사이의 동의에 

의한다. 특히 비틀림진동에 관해서는 계약된 선급, 공통적

인 설계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용하는 기준의 현 규정을 이

행하는 것을 의무화하여도 좋다. 또한 각 구성품의 제작사

에 의해서 주어진 설계 표준 또는 제한은 어떤 경우에서라

도 준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앞에 주어진 

2.2~2.4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사용한다. 

3. 결론

  한국은 조선 산업의 성장과 함께 2008년 기준 저속2

행정 디젤엔진의 전 세계 생산량에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속 엔진은 현대중공업의 힘센엔진 그리고 고속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생산하

고 있다. 또한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시스템과 주요 선

박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중요한 국가이며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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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번 ISO 20283-4의 제정은 선박 기계류 진

동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선박을 설계 

생산할 수 있어, 선박을 운용하는 해운회사는 물론 국내 

조선 산업과 조선기자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많

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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