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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미래 상태를 반 한 방정비는 선박의 안 한 운항과 운 비용 감에 

요한 요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 엔진의 세 가지 주요 베어링의 마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앞

으로의 마모 정도를 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목표하는 시스템은 재의 BDC(실린더 하사 ) 
벨 데이터 뿐만 아니라 취득한 BDC 벨 데이터를 시계열 모형으로 측한 미래값도 보여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하여 BWM(베어링 마모도 모니터링)의 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이 장치로부터 BDC 
벨 데이터를 취득하 다. 이 과정에서 측한 BDC 벨과 실측 데이터를 비교해서 시계열 모형을 

이용한 마모도 측 방법이 용 가능함을 확인하 다.

1. 서론

   운항 인 선박 엔진의 오작동은 안  운행에 큰 문제

를 야기하기 때문에 선박 엔진의 운  상태를 감시하고 

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

은 견지에서 엔진 베어링 상태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엔진의 효율 인 운용뿐만 아니라 기  련사고 

방에도 필수 이지만 공간 인 제한 때문에 엔지니어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태 감시 정비는 설비가동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 발생을 상하여, 특정 상태를 육감과 측정기기를 통

하여 찰하고 감시하여 필요에 따라 사  부품 교체와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다. 시간 리정비는 과거의 가동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하여 정기 인 부품 교체 필요 

시 을 악하여 미연에 고장을 비하는 업무이다. 방

정비는 정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후

정비로 이어지고, 시기를 무 앞당기면, 필요 이상의 정

비 비용이 발생된다. 운항계획과 연 하여 정한 정비 작

업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선박용 엔진

의 베어링에 한 상태 모니터링  성능 리 장치의 요

구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베어링의 운  

 유지보수에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한 선박용 엔

진은 항상 운항 인 특성 때문에 유지보수에 한 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의 제품들은 베어링의 상태를 디스 이하고, 경보

음을 울리는 정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베어링의 마

모 상태가 서서히 정상치를 벋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

우 발생하는 각종 신호를 감지하여 지 보 에 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베어링 상태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 한다고 하더라도 문가의 노하우를 통해서

만 성능  상태 진단이 가능하고, 재 상태를 진단해도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시스템화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원격지에 치한 선박 엔진용 베

어링의 운  상태를 통신환경에 따라 온라인 는 오 라

인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엔

진 수명주기 동안의 베어링 상태정보를 축 하는 통합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베어링의 성능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2. BWMS

2-1. BWM

   선박 엔진은 장시간 지속 으로 운 되고 이에 따라서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 크로스헤드 베어링이 마모

되거나 부러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베어

링 표면의 변화는 엔진 구조상 하나 이상의 크로스헤드 

BDC(하사 ) 벨 변화를 래한다. 크랭크 핀 는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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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헤드 베어링에 마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린더 BDC  

벨이 변하며, 메인 베어링 마모의 경우에는 이 베어링 

인근 두 개의 실린더 BDC 벨이 변하게 된다. 이러한 

베어링 마모는 크로스헤드 핀, 축받이 부(Shaft journal) 

는 베어링 하우싱의 비틀림(왜곡 상)을 일으킬 수 있

다. 이 손상은 베어링 라이닝(백색 속 는 주석-알루미

늄)이 축과 베어링 쉘 스틸 배킹(bearing shell steel 

backing)간의 으로 마모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부분이다.

(그림 1) 주요 베어링  실린더 하사

2-2. BWMS

   BWMS(Bearing Wear Monitoring System)는 형 2

행정 크로스헤드 엔진 내부의 세 가지 주요 베어링의 상

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그림 2)는 기존 BWMS

로써, 엔진 실린더 내의 센서부와 엔진 외벽에 장착된 정

션박스  데이터 수집장치부 그리고 엔진컨트롤룸에 

치한 모니터링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기존 BWMS

   과거에는 해상통신이 어려움 때문에 출항한 이후에는 

육상에서 선박내의 상황을 확인하기 불가능하 으나 최근

에는 선사가 운용 인 선박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상황 발생시 기술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지에 치한 선박 엔진용 베어링의 운  

상태를 통신환경에 따라 온라인 는 오 라인으로 감시

하고, 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엔진 수명주기 

동안의 베어링 상태정보를 축 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베어링의 성능 

 상태를 진단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다음 (그림 3)

은 최근의 통신 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BWMS이다.

(그림 3) 원격 모니터링 가능한 BWMS

   (그림 3)의 원격 모니터링 가능한 BWMS는 주요 기능

에 따라 세 가지 개별 장비로 구성된다.

1) BDC 벨을 측정하는 MD(Measuring Device)

2) 측정한 BDC 벨의 Data을 분석하는 SPU(Signal 

Processing Unit)

3) 분석된 자료를 출력하는 DMD(Data Monitoring 

Device)

   다음 (그림 4)는 원격 모니터링 BWMS의 구조이다. 

웹서버는 IIS7을 이용하고 닷넷 4.0 환경에서 구축되었고 

MVC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여 비즈니스 로직과 뷰를 분

리하 다. 이 에서 뷰가 담당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실버라이트를 용하 다.

(그림 4) 원격 모니터링 BWMS 시스템 구조

(그림 5) 원격 모니터링 BWMS 사용자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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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원격 모니터링 BWMS의 사용자 인터페이

스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BWMS는 기존 BDC 벨

데이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BDC 벨을 측하여 사용

자에게 보여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

다.

3. 베어링 마모도 측

3-1. BWM 로토타입

   본 논문에서는 개발 인 BWM 시스템의 로토타입에

서 데이터를 취득하 다. 실제 BWM은 직선 왕복운동하

는 실린더의 BDC를 측정하지만 로토타입 BWM은 회

운동하는 가상의 실린더가 최 근 에 도달했을 때의 

센서 데이터를 BDC 벨로 간주하 다. 로토타입 

BWM은 0~180 RPM 범 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16개의 

실린더와 각 실린더 당 2개씩의 센서로 총 32개의 센서를 

동시에 테스트 가능하도록 제작하 으며 센서는 1/100mm

의 분해능을 갖는다.

3-2. BDC 벨 데이터

측정

시각

실린더 1 실린더 2 실린더 3 실린더 4 실린더 5 실린더 6

근 이탈 근 이탈 근 이탈 근 이탈 근 이탈 근 이탈

51:50.0 3.171 2.999 3.091 3.135 3.069 3.103 2.856 2.991 3.089 3.143 3.038 3.09

51:58.2 3.079 2.947 2.944 3.054 3.028 3.089 2.725 2.917 3.15 3.176 3.01 3.096

51:59.0 3.144 2.991 2.937 3.059 3.035 3.083 2.715 2.897 3.153 3.18 3 3.085

52:00.3 3.123 2.981 2.919 3.043 3.051 3.103 2.719 2.916 3.126 3.178 2.988 3.075

52:01.3 3.095 2.961 2.921 3.05 3.06 3.094 2.747 2.905 3.15 3.174 2.997 3.077

52:02.3 3.074 2.943 2.918 3.045 3.079 3.112 2.714 2.888 3.122 3.168 2.989 3.069

52:03.3 3.095 2.961 2.926 3.041 3.056 3.103 2.703 2.897 3.143 3.172 2.984 3.071

52:04.3 3.07 2.941 2.91 3.046 3.053 3.094 2.713 2.89 3.107 3.153 2.997 3.07

52:05.3 3.079 2.956 2.898 3.028 3.067 3.114 2.719 2.892 3.093 3.154 2.975 3.071

52:06.3 3.064 2.937 2.929 3.046 3.024 3.074 2.739 2.912 3.103 3.164 2.998 3.069

52:07.3 3.076 2.955 2.899 3.028 3.05 3.091 2.731 2.897 3.092 3.15 2.98 3.064

52:08.3 3.067 2.938 2.897 3.024 3.04 3.085 2.741 2.906 3.061 3.128 2.975 3.057

52:09.3 3.068 2.945 2.908 3.031 3.015 3.073 2.726 2.906 3.057 3.146 2.991 3.066

52:10.3 3.071 2.944 2.898 3.026 3.024 3.092 2.742 2.906 3.076 3.13 2.974 3.052

52:11.3 3.059 2.933 2.877 3.02 3.051 3.1 2.726 2.898 3.039 3.134 2.988 3.06

52:12.3 3.074 2.944 2.884 3.027 3.065 3.102 2.693 2.895 3.016 3.101 2.967 3.054

52:13.3 3.054 2.93 2.903 3.041 3.009 3.069 2.706 2.906 3.002 3.101 2.987 3.071

52:14.4 3.076 2.955 2.876 3.023 3.011 3.079 2.657 2.872 2.97 3.071 2.988 3.071

52:15.4 3.082 2.949 2.857 3.018 2.991 3.07 2.676 2.871 2.951 3.082 2.968 3.057

52:16.4 3.091 2.952 2.843 3.004 2.952 3.045 2.679 2.887 2.973 3.074 2.972 3.059

52:17.4 3.13 2.982 2.86 3.011 2.99 3.058 2.859 2.986 3.008 3.094 2.964 3.053

52:18.4 3.133 2.976 2.912 3.049 3.019 3.078 2.914 3.007 3.055 3.121 2.97 3.057

52:19.4 3.176 3.012 3.024 3.101 3.049 3.111 2.914 3.007 3.055 3.121 2.97 3.057

52:20.4 3.183 3.008 3.079 3.124 3.056 3.094 2.927 3.012 3.072 3.141 2.973 3.063

52:21.4 3.179 3.002 3.069 3.137 3.042 3.103 2.837 2.973 3.103 3.153 3.008 3.075

52:22.4 3.171 3.008 3.052 3.128 3.042 3.097 2.788 2.936 3.095 3.153 3.037 3.102

52:23.4 3.171 3.008 3.02 3.104 3.042 3.097 2.785 2.939 3.121 3.172 3.024 3.092

52:24.4 3.163 2.998 3.02 3.104 3.055 3.095 2.771 2.923 3.154 3.178 3.055 3.113

52:25.4 3.138 2.98 3.005 3.096 3.028 3.1 2.772 2.934 3.138 3.17 3.055 3.11

52:26.4 3.145 2.985 2.998 3.083 3.034 3.09 2.746 2.907 3.145 3.177 3.063 3.124

<표 1> BDC 벨 데이터

   BDC 벨은 guide bar에 부착되어 guide shoe의 아래 

쪽 모서리를 향해 있는 근 센서로 매 엔진 회 마다  

후방 모두 기록된다. 한 베어링의 부하 측 마모 는 베어

링 구속의 경우, 해당실린더들의 정상 BDC 벨과의 비

교는 불규칙  수치를 보일 것이다.

   라이닝 두께가 1.0 – 1.5mm이므로 BWM 시스템은 

반드시 그 일부분을 이루는 BDC 벨의 변화를 안정 으

로 감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스템 상 신호는 +/- 

0.01mm의 반복성을 가지고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로토타입 BWM에서 6개의 

실린더에 해당하는 12개의 센서로부터 각각 1500개씩 취

득하 다. 다음 표는 취득한 데이터의 일부이다.

  <표 1> 에서 실린더 1의 근시 측정한 데이터로 

BDC 벨 변화를 다음 (그림 6)에 보 다.

(그림 6) BDC 벨 데이터

3-2. BDC 벨 측

    ARMA(Auto-Regressive Moving Average) 모형을 

이용한 측 방법은 주어진 시계열 자료가 어떤 모형에 

맞을 것인가를 단하고, 시계열 자료를 그 모형 에 용

시켜 나가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

열 자료가 여러가지 Box-Jenkins 모형  어떤 모형으로 

단되는 가를 알아내고(Identify model), 시계열자료를 그 

식별된 모형이 합한가를 진단(Diagnosis check)한 후, 

합하다면 그 모형으로 측(Forecast)하는 것이다[4, 5]. 

Box-Jenkins 모형은 정상 (stationary) 시계열 자료에 

해 식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 (non-stationary)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경우에는, 그 비정상  시계열

을 먼  정상  시계열로 바꾸어야(Data preprocessing)한

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 <표 2>와 같은 지표에 한 분석

을 수행하 다.

ARMA(1,1) ARMA(2,1)

Param Value Param Value

φ0 3.10 φ0 3.10

φ1 0.91 φ1 0.88

θ1 -0.06 θ1 -0.12

σ 0.02
θ2 0.26

σ 0.02

<표 2> ARMA 라미터

   다음 <표 4>와 <표 5>는 단순회귀분석을 용하여 

얻은 측값의 를 보여 다. 미리 취득한 1500개의 데이

터를 Training Data로 사용하 고 최근 5개의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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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측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

는 Testing Data로 사용하 다. ARMA(1,1) 모델을 용

한 측치의 평균 오차율은 0.726%이고 ARMA(1,2) 모델

을 용한 측치의 평균 오차율은 0.693%로 ARMA(1,2) 

모델을 용한 경우가 오차율이 더 었다. 이는 표 1과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로토타입 BWM이 회 운동을 

하는 실린더의 근 을 BDC로 간주해서 센서의 측정 주

기와 실린더의 근  간의 편차 때문에 생긴 상으로 

보인다. 실제 엔진 실린더는 직선왕복운동을 하며 하사

에서는 속도가 상 으로 어들기 때문에 실제 용에

서는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상하지만, 실험에서

는 이 상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Step Mean STD UL LL 오차 오차율

1 3.1582099 0.02 3.197409 3.119011 0.00221 0.070%

2 3.1532317 0.026249 3.204678 3.101785 0.02923 0.936%

3 3.1487016 0.030468 3.208419 3.088985 0.02070 0.662%

4 3.1445792 0.033563 3.210362 3.078796 0.05358 1.733%

5 3.1408278 0.035925 3.21124 3.070416 0.00717 0.228%

<표 3> ARMA(1,1) 모델 용 측결과

Step Mean STD UL LL 오차 오차율

1 3.155978 0.020435 3.196029 3.115926 0.00002 0.001%

2 3.15208 0.025665 3.202382 3.101777 0.02808 0.899%

3 3.146129 0.03186 3.208573 3.083686 0.01813 0.580%

4 3.140899 0.035922 3.211304 3.070493 0.04990 1.614%

5 3.136301 0.03877 3.212288 3.060313 0.01170 0.372%

<표 4> ARMA(1,2) 모델 용 측결과

4. 결론

   운항하는 선박의 특성상 미래 상태를 반 한 방정비

는 선박의 안 한 운항과 운 비용 감에 요한 요인이

다. 특히 엔진은 선박에 설치된 다른 장비에 비해서 비용

이나 요도 측면에서 아주 비 이 큰 장치이다. 따라서 

엔진 베어링 상태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엔진의 

효율 인 운용뿐만 아니라 기  련사고 방에도 필수

이지만 공간 인 제한 때문에 엔지니어의 지원이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박 엔진의 세 가지 주요 베어링

의 마모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마모 정도를 측

하는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 시스템은 원격지에 치한 

선박 엔진용 베어링의 운  상태를 통신환경에 따라 온라

인 는 오 라인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

에 장하여 엔진 수명주기 동안의 베어링 상태정보를 축

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

스를 기반으로 베어링의 성능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 베어링의 마모 정도를 측하기 해서 시계열 

모델 기반 측 방법을 실험하 다. 이를 해 BWM 시

스템의 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로

토타입 BWM은 회 운동하는 가상의 실린더가 최 근

에 도달했을 때의 센서 데이터를 BDC 벨로 간주하

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로토타입 BWM에서 6개의 

실린더에 해당하는 12개의 센서로부터 각각 1500개씩 취

득하 다.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수행

하고 최종 으로 ARMA 모델 용을 통해서 BDC 벨

을 측하 다. 최근 5건의 데이터와 측치를 비교한 결

과 ARMA(1,1) 모델을 용한 측치의 평균 오차율은 

0.726%이고 ARMA(1,2) 모델을 용한 측치의 평균 오

차율은 0.693%로 ARMA(1,2) 모델을 용한 경우가 오차

율이 더 었다. 이 오차율은 측치와 실제 BDC 벨이 

약 0.02mm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ARMA 모델 기반

의 베어링 마모도 측 방법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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