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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미래 상태를 반영한 예방정비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운영비용 절감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논문

에서는 선박 엔진의 세 가지 주요 베어링의 마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마모 정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현재의 실린더 하사점 레벨 데이터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실린더 하사점 레벨을 예측한다. 실험에 적용한 실린더 하사

점 레벨 데이터는 테스트 지그를 제작하여 발생시켰고, 이 장치를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 엔진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였다.

키워드: 시계열, BWMS, WIO, OMD, 모니터링 시스템

I. 서 론

선박의 여러 설비 중에서 엔진은 안전 운항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엔진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엔진의 효율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사고 예방에도 필수적이다. 기존의 제품들

은 엔진 상태를 각각 디스플레이하고 알람을 울리는 정도의 기능이 

있으나, 앞으로의 상태를 감안하여 예지 보전에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서만 성능 및 상태 진단이 가능하고, 
현재 상태를 진단해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시스템

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II. 관련 연구

1. Water In Oil Monitoring(WIOM) System

윤활유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은 금속의 부식성 마모를 

일으키고 Crosshead Bearing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엔진의 윤활유에 포함되어있는 수분을 감시하기 

위해 윤활유 주입구 인근에 센서를 설치하여 수분 함유 정도를 측정하

고 감시하는 시스템이다[1].

2. Bearing Wear Monitoring System(BWMS)

선박 엔진은 장시간 지속적으로 운전되고 이에 따라서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크로스헤드 베어링이 마모되거나 부러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베어링 표면의 변화는 엔진 구조상 하나 이상의 

크로스헤드 BDC 레벨 변화를 초래한다. BWMS는 이처럼 대형 

2행정 크로스헤드 엔진 내부의 세 가지 주요 베어링의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2].

3. OMD

OMD 시스템은 선박용 디젤엔진의 크랭크케이스 내부 유증기 

밀도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다[3].  선박용 디젤엔진의 크랭크

케이스 내부의 유증기 밀도가 증가된 상황에서 베어링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가면 엔진의 폭발을 초래한다.

4. 시계열 모형

여러 기간에 걸쳐 측정된 값들은 일정한 내부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규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시계열 데이터를 통계적 시계열 또는 

통계적 시계열 변동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수학 모형을 통해 

시간적 변동법칙을 추출하려 하기 때문이다[4, 5].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주요요소로 분해한다. 1) 장기 또는 

추세적 움직임: 장기적, 일반적인 방향성을 말하며 추세선으로 표시된

다. 통상적으로 가중이동평균법과 최소 제곱법으로 도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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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변동: 추세선에 대해 장기적 변동으로서 영향주는 변동요인을 

말한다. 3) 계절변화: 해 또는 달마나 일어나는 동일한 패턴을 말한다. 
단, 이러한 계절변화가 반드시 정확하게 같은 패턴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의 유사성만으로도 충분하다. 4) 임의 변동: 임의적 

또는 우연한 사건에 의한 우발적 특성에 따른 움직임을 말한다.

III. 본 론

1. 시스템 아키텍처

선박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은 주요 기능에 따라 MD, 
SPU, DMD 등 세 가지 개별 장비로 구성된다. MD는 BDC 레벨, 
수분 함유율, 유증기 밀도를 측정하는 장비이고 SPU는 MD에서 

측정된 아날로그 신호를 분석하고 가공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DMD로 전달하는 장비이다. DMD는 SPU에서 분석 및 가공된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display하여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림 183. 시스템 아키텍처

Fig. 1. System Architecture

2.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2는 선박엔진 상태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이다. 사용자는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특정 실린더의 운전 

정보 이력을 조회 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통계 분석과 시계열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엔진 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ARMA 
기반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되었으며, ARMA 기반 

시계열 예측에 필요한 각종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184.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2. Remote Monitoring BWMS User Interface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 엔진의 주요 운전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측정하는 MD와 측정한 데이터

를 분석하는 SPU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DMD
로 구성된다. 또한, 베어링의 마모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계열 

모델 기반 예측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BWM 시스템의 테스트 

지그를 제작하여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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