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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메탈투입기는 고순도의 알루미나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의 전처리 단계에서 이용하는 장비로써, 원료가 

되는 대량(약 2ton)의 알루미늄 덩어리들을 Hopper

에 쏟아 부은 후 일정량씩 나누어 제조공정에 투입

하는 역할을 한다.  

Hopper 하단부에는 메탈 덩어리들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동을 발생하는 편심모터가 설치

되어있으며, 편심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슬라브

로 전달되어 이에 근무자의 불안감 호소 및 건물의 

구조적인 손상을 야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용역

을 진행한 사례이다. 

2. 본  문 

2.1 대상 장비 

 
Fig. 1 장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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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비는 Hopper 부와 편심모터 부의 두 부분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두 부분은 구조상 분리되어있

다. 편심모터 부는 진동 줄이기 위하여 4개의 코일 

스프링이 각 모서리에 설치되어있다. 편심 모터의 

구동 주파수는 20Hz 이다. 

 

2.2 진동 측정 및 평가 

장비는 공장 건물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비가

놓여진 콘트리트 슬라브에서의 현재 진동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비 직하부에서 진동 측정을 실

시하였다. 측정 조건은 편심모터의 편심량을 각각 

30도, 50도의 2가지 변수로 두었고, Hopper에 알

루미늄 덩어리를 약 2ton이 투입한 상태에서 시작

하여, 장비가 가동됨에 따라 Hopper에서 배출 되

므로, Hopper가 비어있는 무 부하 상태에서의 측

정도 실시하였다. 

 

 
Fig. 2 대책 전 진동 측정 그래프(부하 2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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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대책 전 진동 측정 그래프(부하 0) 

 
Table 1. 대책 전 진동 수준  

 측정 조건 측정 결과 [mm/s] 

부하 2ton 
편심 30 9.19 

편심 50 15.1 

부하 0 
편심 30 0.5 

편심 50 0.8 

배경진동  0.22 

 

진동 수준 평가를 위하여 정상진동에 의한 구조물 

손상기준인 DIN-4150의 5mm/s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 매탈 2ton 투입 시의 슬라브 

진동 수준은 편심 30도 시 9.19mm/s, 편심 50도의 

경우 15.1mm/s로 측정 되었다. 이는 기준인 

5mm/s를 초과하여, 구조물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

는 수준임을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진동 측정결과 편심 

30도 에서 0.5mm/s, 편심 50도의 경우 0.8mm/s 

수준으로 부하 2ton의 경우보다 확연히 낮은 진동

이 계측되었다. 이는 진동 저감을 위해 설치된 코일 

스프링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하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Hopper

에 투입된 메달이 편심모터 부와 Hopper 부 사이

의 진동 전달 경로로써 편심모터에서 발생한 진동

이 Hopper를 지지하는 프레임을 따라 슬라브로 전

이됨을 파악하였다. 

 

2.3 진동 저감 대책 및 결과 

앞서 파악한 진동 전달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Hopper와 지지 프레임을 분리하고 그 사이에 Air 

Mount를 설치하여 진동 저감효과를 가지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Air Mount의 고유진동수는 2.57Hz 이

며, 장비의안정성을 위하여 Air Mount는 가능한 위

쪽에 설치 하였고, 수평 방향 안정성을 위하여 프레

임 보강을 실시하였다. 

 
Fig. 4 진동 저감 대책 안 

 

대책 후 진동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인 

5mm/s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 대책 후 진동 측정 그래프 

 
Table 2. 대책 후 진동 수준  

 측정 조건 측정 결과 [mm/s] 

부하 2ton 
편심 30 0.42 

편심 50 0.58 

 

3. 결  론 

공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통해 근무자가 불안감

을 느끼고 구조물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에 대하

여, 진동 수준 평가 및 방진대책을 제안·시공하여 

진동 저감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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