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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기계진동학 및 동역학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의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회전속도 실험, 자유진동 실험, 바닥가진 실험, 회전불균형 실험, 동적 

흡진기 실험, 진동문제 모의실험 등을 다룬다.

교과목의 

교육목표

1. 다양한 진동현상을 체험하여 현장 실무 능력 향상

2. LabVIEW 및 ANSYS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확보

3. 실험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능력과 팀원 간 협동 능력 신장

선수과목 필수 : 기계진동학           권장 : 동역학

수업진행

방법
강의( 30% ),   실험( 70% ),   발표(     ),   기타(      ).

평가방법

시험(50%) : 중간시험(25%),  학기말시험(25%)

과제(30%) : 실험보고서(5% × 6회)

출석(20%) : 결석/무단조퇴 1회 –2%, 지각/조퇴 2회 = 결석, 외출 2회 = -1%

기타 : 대리출석 -5%, 면담 불참 –1% 

교

재

구  분 교  재  명 저  자  명 출판사 출판년도

주교재 강의노트 김진오 jokim.kr 2018

부교재 Engineering Vibration, 4th edition D. J. Inman Pearson 2014

참고 1 LabVIEW 프로그램의 기초 이한석,임윤식 복두출판사 2013

참고 2 기계공학실험 이병옥 인터비전 2005

참고 3
ANSYS Workbench 왕초보 탈출하기, 

제3판
㈜태성에스엔이 시그마프레스 2010

비 고
참고자료 :  http://jokim.kr → 강의과목 → 진동실험 → 강의노트, 기출시험문제

질의응답 :  면담(학기당 1회 이상)



강의 내용
 
     과목명 : 진동실험               담당교수 :  김 진 오

주 핵심어 세부 내용 일정 비고

1 과목 소개 과목 개요, 평가 방법, 일정 계획, 조 편성 9.4

2 LabVIEW 
기초

계측용 소프트웨어인 LabVIEW에 대한 소개와 기초적인 
사용방법 9.11

3 LabVIEW 
연습

기초적인 사용법을 바탕으로 응용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 9.18

4 실험 데이터 
처리 방법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

9.18
17:00 보강

9.25 추석연휴

5 회전속도 실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10.2 보고서
1

10.9 한글날

6 자유진동 
실험(1) 자유진동 실험을 통한 질량 및 강성 측정 10.16 보고서

2

7 자유진동 
실험(2) 자유진동 실험을 통한 감쇠 측정 10.23 보고서

3

8 중간평가 1~7주 동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 10.30 중간시험

9 바닥가진 실험 바닥가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동 측정 11.6 보고서
4

10 회전불균형 
실험 회전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동 측정 11.13 보고서

5

11 동적 흡진 
실험 동적 흡진기에 의하여 진동이 감소되는 현상을 측정 11.20 보고서

6

12 ANSYS 기초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 ANSYS에 대한 소개 및 기초적
인 사용방법 11.27

13 ANSYS 연습 여러가지 기초적인 진동 문제를 모의실험 11.27
17:00 보강

14 ANSYS 응용 여러가지 응용된 진동 문제를 모의실험 12.4

15 질의 응답 진동 실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 및 질의응답 12.4
17:00 보강

16 평가 9~15주 동안의 내용에 대한 평가 12.11 기말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