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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장비 가동 중 발생하는 과진동으

로 장시간 장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 왕복동 압

축기에 대한 전반적인 진동 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적합한 진동 저감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왕복동 압

축기의 장비 기초는 팽이 말뚝 기초 공법이 적용되

었고 장비 운영 시 육안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진동

이 발생하고 있다.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 평가는 ISO 10816-6 기준

을 적용하였고 장비 기초 및 배관의 진동 평가는 

[그림 1, 2]의 주파수-변위 곡선으로 평가하였다.

Table 1 ISO 10816-6 Vibration Severity Grades
(2~1000 Hz Overall r.m.s Value)

Vibration 
Severity 
Grades

Limiting Values of Overall Vibration 
Measured on the Machine Structures

Displacement
㎛ (r.m.s)

Velocity
mm/s (r.m.s)

Acceleration
m/s2 (r.m.s)

1.1 ≤17.8 ≤1.12 ≤1.76
1.8 ≤28.3 ≤1.78 ≤2.79
2.8 ≤44.8 ≤2.82 ≤4.42
4.5 ≤71.0 ≤4.46 ≤7.01
7.1 ≤113 ≤7.07 ≤11.1
11 ≤178 ≤11.2 ≤17.6
18 ≤283 ≤17.8 ≤27.9
28 ≤448 ≤28.2 ≤44.2
45 ≤710 ≤44.6 ≤70.1
71 ≤1125 ≤70.7 ≤111

112 ≤1784 ≤112 ≤176
180 >1784 >11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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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ral Limits of Displacement 
Amplitude for a Particular Frequency Vibration

Figure 2 Allowable Piping Vibration Level VS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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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동 측정 및 분석

2.1 구조물 진동 측정 결과
왕복동 압축기 구조물의 전반적인 진동 상태 진

단을 위해 장비 가동 중 왕복동, 장비 기초, 왕복동 

배관의 수평/수직 방향 진동 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왕복동의 구동 주파수인 5.5 Hz 대역

에서 왕복동 가동 방향으로 가장 큰 진동이 발생하

였다. 왕복동 자체의 진동은 ISO 10816에서 제시하

는 C영역(제한된 기간동안 운전이 허용) 수준이며 

장비 기초는 [그림 2]의 장비 기초 제한선 이하 수

준, 배관은 [그림 3]의 위험 수준이다.

Table 2 Vibration Measurement Result

측정 위치
측정 결과 정리

Peak 
Frequency

Peak 
Value

Overall 
Value

왕복동 5.5 Hz 115 ㎛ 155 ㎛

장비 기초 5.5 Hz 77 ㎛ 105 ㎛

배관 5.5 Hz 260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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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tat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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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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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ipe
Table 3 Vibration Measurement Result

2.2 장비 기초 진동 모드 
최대 변위가 발생하고 있는 왕복동 구동 주파수 

5.5 Hz 대역에서 장비 기초의 진동 모드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ODS(Operation Deflection Shapes)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장비 기초는 5.5 Hz에서 왕복동 이동 

방향으로 양 끝단이 다른 위상으로 거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 Mode Shape Result of Foundation

3. 진동 저감안

3.1 구조물 진동 특성 분석 및 저감 목표 수
립

왕복동 및 장비 기초의 진동 측정 결과로 구조물

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진동 저감 목표를 

수립하였다. 
왕복동 자체의 문제가 없다면 왕복동에서 측정된 

155㎛의 진동은 왕복동 가동으로 인한 자체 진동과 

장비 기초에서 발생하는 105㎛의 진동에 의해 발생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을 바탕으로 왕복동 자체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40㎛(=155㎛-105㎛)로 정의 하였으며 장비 

기초의 진동을 31㎛이하로 제어할 경우 장비 가동 

시 발생하는 왕복동 자체 진동이 동일하다면 전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71㎛(=40㎛-31㎛) 이하

로 ISO 10816의 A/B 영역(양호/장시간 운전 가능 

허용)수준을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진동 저감안 수립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 저감 목표를 만족하기 위

한 방안으로 [그림 5]와 같이 장비 기초 주변 파일 

설치 후 기존 장비 기초와의 일체화 작업을 통한 장

비 기초 강성 보강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저감안에 대한 정량적인 진동 평가를 위

해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과 같이 

장비 기초 및 왕복동 구조물의 무게 및 장비 설치 

구역의 지층을 고려한 3차원 모델 수립 후 현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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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기초의 동강성(Dynamic Stiffness) 측정 데이터

를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진동 환경을 구현하였

다.

Table 5 Vibration Control Measure

Table 6 3-D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제안된 강성 보강안을 적용할 경우 장비 기초에

서 예상되는 진동은 24㎛ 수준으로 현재 수준 대비 

약 70% 수준의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왕복동 자체 

진동이 현재 수준 40㎛과 동일하다면 왕복동 압축

기 전체의 진동은 64㎛(=40㎛+24㎛)로 ISO 10816
에서 제시하는 장시간 운전이 가능한 수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장비 가동 중 장비 기초에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

능할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며 장시간 장비 가동이 

불가능한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진동 측정 및 저감 저감안을 수립하였다. 장비 

가동 중 왕복동, 장비 기초, 배관에서 진동 측정을 

실시 후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 사용성 평가 기준 

ISO 10816-6 및 현장 경험식과 비교/평가를 실시하

였다. 최대 진동 변위가 발생 중인 장비 구동 주파

수 5.5 Hz 주파수 대역에서 장비 기초의 진동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ODS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장 진동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왕복동 압축기 

구조물의 전체적인 진동 특성을 정의하고 저감 목표

를 수립하였다. 현재 장비 가동 중 발생하는 과진동

으로 인해 장시간 사용이 불가능한 왕복동 압축기의 

진동 환경을 개선을 위한 장비 기초 강성 보강안을 

제시하였으며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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