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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normal combustion in the running engine results to knocking which increases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in 

the cylinder, thereby decreasing the generated power by reducing the thermal efficiency. When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in the cylinder increased rapidly by knocking, abnormal combustion takes place and the engine power is 

decreased. 

To investigate the knocking phenomenon, accelerometers are installed in the cylinder head to monitor and diagnose 

the vibration signal. As method of signal analysis, the time-frequency analysis method was adapted for acquisition of 

vibration signal and analyzes engine combustion in the short time. In this experiment, after analyzing time data which is 

stored in the signal recorder in one unit work (4 strokes: 2 revolutions), the signal with frequency and Wavelet methods 

with extracted one engine combustion data was also analyzed. Then, normal condition with no knocking signal is 

analyzed at this time. Hereafter, the experiments made a standard for distinguishing normal and abnormal condition to be 

carried out in acquisition of vibration signal at all cylinders and extracting knocking signal. In addition, analyzing 

methods can be diverse with Symmetry Dot Patterns (SDP), Time Synchronous Average (TSA), Wigner-Ville 

Distribution (WVD), Wigner-Ville Spectrum (WVS) and Mean Instantaneous Power (MIP) in the cold test [2].  

With signal processing of vibration from engine knocking sensor, the authors adapted a part of engine /rotor 

vibration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 for marine vessels to prevent several problems due to engine knocking 

 
 

1. 서 론 

가스와 디젤유를 연료로 하는 이중연료엔진을 사용하

는 중대형 디젤엔진에서의 노킹현상은 다음과 같은 원

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 빅엔드 베어링의 틈이 너무 클 때 

- 밸브 스프링 혹은 연료분사펌프의 요철 스프링이 

부러졌을 때 

- 흡, 배기 밸브가 열리지 않을 때 

- 밸브 간극이 너무 클 때 

-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실린더가 과 부하되었을 때 

- 요철 가이드 블록 혹은 연료분사펌프가 느슨할 때  

- 피스톤의 초기 위상이 안 맞을 때 

- 공기와 연료비가 맞지 않을 때 

- 주 가스 흡입 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 파일럿 점화시기와 지속시간이 올바르지 않을 때 

- 가스 연료의 특성이 변질되었을 때 

 

이러한 노킹현상은 엔진의 출력감소와 함께 엔진

수명과 부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노킹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폭발할 때 실린더 헤드에 가속도 센서를 부

착하여 진동 신호를 받고 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

고 이론과 진단에 대한 경험이 축척이 되면 바이텍과 

목포해양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EVAMOS 에[1] 접목할 예정이다.   

2. 시간-주파수 분석법 

충격신호의 분석 기법으로는 시간-주파수 분산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엔진 모니터링에 널리 이용되

고 있다[2]. 정상상태로부터 결함을 찾아내기 위하여 

Short-Time Fourier Transform (STFT), Wigner-

Ville Distribution (WVD) 그리고 the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CWT)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 절차에 의한 신뢰성 있는 변수들을 얻기는 쉽지 

않다[3]. 매우 빠르게 변하는 탄성파 신호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조된 시간-주파수 분석기법이 연구되기도 

한다[4]. 

모든 시간-주파수-에너지의 표현은 시간-주파수 분석

법으로 분류되며, Wavelet, Wigner-Ville Distribution

과 Spectrogram 등이 있다. 유효한 시간-주파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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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주파수와

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함수는 순간적인 값을 가져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의 이벤트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야

으로 취급해야 한다. 

Morlet 의 Wavelet 스펙트럼은 다음과W(a,b;x,ψ)= 1||  ()∗ 


ψ는 Basic Wavelet 함수이며, 가우스

된 사인과 코사인 함수다. ‘a 는 팽창계수며

파수다. ‘b 는 변경계수며, b 는 시간이다

 Wigner-Ville Distribution 의 정의는|S(ω)| =  ∫ < x∗ (t)x(t + τ) > e
W(ω, t) = 12π  < x∗ t − τ2 x t +

WV Distribution 은 푸리에 파워 스펙트럼과

다. 그러므로 Wigner-Ville 스펙트럼은

럼인 |S(ω)|과 같다. 

Short-Time-Fourier Transform 의 

다. |S(ω: t, ∆t)| = 12π  x∗ (t)x(t + τ) >G(t, ∆t)는 ∆t  시간외에는 0 의 값을

그리고, 스펙트로그램은 파워 밀도를 나타낸다

3. 실험 장비 배치

본 실험은 ㈜바이텍이 바르질라 현대엔진

서 생산하는 이중연료엔진에 대한 진동

역과정에서 실시하였다. 현재는 엔진바디

진동을 계측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반에 대한 고장진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바르질라현대엔진 주식회사에서 생산중인

더를 갖는 50DF 이중연료엔진으로 본 

엔진은 12 실린더엔진으로 제원은 다음과

 

 

Fig. 1 WÄRTSILÄ- HYUNDAI 12V50DF Engine

 

  

주파수와 에너지 함

 주파수와 에너지 

이상적으로는 각각

않아야 하며 독립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가우스 함수에서 변조

팽창계수며, 1/a 는 주

시간이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e dτ 일 때, 

 + τ2 > e dτ 

스펙트럼과 동일시된

스펙트럼은 푸리에 스펙트

정의는 다음과 같

(, ∆)e dτ 

값을 갖는 윈도우다. 

나타낸다. 

배치 

현대엔진 주식회사에

진동 계측에 대한 용

엔진바디 부분에 대한 

있으며, 향후 엔진전

수행할 예정이다. 

생산중인 6~18 실린

 실험에서 수행한 

다음과 같다. 

 
HYUNDAI 12V50DF Engine 

- Engine type: 12V50DF 

- MCR (kW × rpm): 11,400

- Firing order: A1-B1-A5-

A2-B2-A4-B4 

 

Fig. 2 Cylinder position at test engine

 

V-타입의 엔진은 A, B-뱅크

간격으로 폭발하여 이때 충격신호

들어오고 이를 적절하게 잘 조합하여

    엔진은 turbocharged intercooled

디젤엔진으로 약 1%의 

사용하여 실린더 내 폭발을

직접연료분사 방식의 엔진이다

 

Fig. 3 Accelerometer position 

Fig.4 System Configuration

 

1) Data recorder : TEAC LX

2) Signal processing software 

Software 

- Sampling rate: 24,000

- Recording time : 120sec

3) Accelerometer: PCB Type 357B04

4) Tachometer: COMPACT Laser Type 

A2103/LSR/001 

5) Engine speed : 514 re

6) Accelerometer: Longitudinal

7) Accelerometer: Transverse in No. 1 cylinder

  

rpm): 11,400 × 514rpm 

-B5-A3-B3-A6-B6- 

 
Cylinder position at test engine 

뱅크의 각각 실린더가 90° 

충격신호 2 개가 90° 간격으로 

조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turbocharged intercooled 의 4 행정 

 파이로트(Pilot) 오일을 

폭발을 유도하는 최첨단 

엔진이다. 

 
Accelerometer position at cylinder head 

 
System Configuration 

: TEAC LX-100 

Signal processing software : EVAMOS 

Sampling rate: 24,000 Hz/sec 

: 120sec 

: PCB Type 357B04 

COMPACT Laser Type 

ev/min 

Longitudinal in No. 1 cylinder 

Transverse in No. 1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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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ccelerometer: Longitudinal in No. 2 cylinder 

 

1 차로 데이터 획득은 TEAC 사의 LX-100 으로 진동

신호를 레코딩 한 다음, Universal File Format 으로 파

일 변환 하였다. 변환된 *.uff 파일들은 EVAMOS 소프

트웨어로 분석된 후 Matlab 을 이용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에 발생되는 진동신호의 정밀 분석을 위하여 m+p

사의 Smart Office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주파수 및

Wavelet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험 결과 

 
  Fig. 5 Time signal during one unit work (4 Stroke) 

 
Fig. 6 FFT analysis of time signal during 

one unit work (4 Stroke) 

 

 
Fig. 7 Time signal during combustion of one unit 

work (4 Stroke) 

 

 
Fig. 8 Frequency analysis data for one cylinder 

combustion event 

 
Fig. 9 Event Wavelet data for cylinder combustion  

 

 

 

 
Fig. 10 Time and frequency analysis data for main 

vibration selected in Wavelet 

 

그림 5 는 엔진헤드부분에 설치된 가속도계에 측정된 

4 행정엔진의 1 행정이 완료되었을 때 타임 데이터를 

계측한 것이다. 그림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개의 큰 

진동신호가 매우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실험엔진이 V 타입엔진으로 측정한 엔진헤드의 반대편

(그림 2 에서 A6 와 B6)엔진헤드의 진동으로 예상된다. 

 그림 6 은 4 행정엔진에서 1 행정이 완료되었을 때의 

FFT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픽에 나타났듯이 5k, 

9k 및 23kHz 부근에서 진동레벨이 큰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향후 노킹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신호를 계측

하였을 때 그래프의 경향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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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은 그림 5 에서 계측한 타임데이터 1 개만을 타

임데이터로 확대한 것이다. 그림 7 의 타임데이터를 그

림 8 에서는 FFT 로 분석하였다. 그림 6 과 그림 8 을 

비교해보면 주 진동주파수와 레벨을 그림 8 에서는 더

욱 선명하게 분서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는 그림 7 의 타임데이터를 3 차원, 즉 시간, 주

파수 및 레벨로 분석한 것이다. 0.03 초 부근에서 9kHz 

부근에서 진동레벨이 가장 큰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향후 노킹이 발생한 진동을 분석할 경우와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한 구분 방법을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0 은 Wavelet 에서 선택한 데이터의 타임 과 주

파수 분석 데이터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디젤 엔진의 모니터링과 고장

진단의 일환으로 이중연료엔진에서 실린더 내에서 연료

가 정상적으로 연소 할 때의 진동 스펙트럼을 조사하였

다. 노킹이 일어날 때를 계측하여 정상적인 상태와 상

호 비교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현장 여건이 허락되지 않

아 인위적으로 노킹을 만들 수는 없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의 결과를 위주로 진동의 패턴을 조사하였으며 추

후 여건이 허락하면 노킹이나 착화실패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진

동 스펙트럼과 에너지 밀도 등을 조사하여 정상연소와 

노킹 및 착화실패와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과 분석방법을 찾게 되면 현재 바

이텍과 목포해양대학교가 개발중인 EVAMOS 소프트웨

어에 접목시켜 엔진모니터링 진동모니터링 및 진단기법

으로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에 적극 지원해주신 바르질라현대 주식회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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