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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핸디블랜더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음식요리시 음식물 및 

식재료를 분쇄하거나 골고루 섞어주는 주방기기이다. 주로 

가정주부들이 사용하므로 안전하고, 소음이 적어야 하지만,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고속으로 축을 회전시켜 커터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또한, 핸디블랜더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

로 움직이면서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기기 내부 구조물의 

간섭 및 변화 등으로 `이이잉~`과 같은 발생음의 변동 이

음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변동 이음은 사용자들로부터 안

전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제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

고 있다. 이런 이음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현상

 (1) 핸디블랜더 구조

 핸디블랜더의 내부 구조는 아래의 그림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터, 모터 지지부, bar shaft, bar set, cutter 

/guide로 구성되어 있다. 모터가 회전하면 bar set/shaft를 

거쳐 cutter가 회전하는 구조이다.

 

 (a) 핸디블랜더 분해 형상       (b) 모델링 형상

그림1. 핸디블랜더 구조

 (2) 이음 현상

 핸디블랜더를 아래 그림2에서와 같이 좌우로 회전시키면 

마찰음과 같은 이음 발생으로 발생음이 변한다.            

반무향실에서 주파수분석기(LMS Test Lab)를 이용하여 

발생음의 Overall을 20초간 측정하였다. 소음이 

69~75dBA 범위로 약 6dBA의 소음 변동이 발생한다.

 

(a) 핸디블랜더 이음 측정 사진

   (b) 핸디블랜더 변동 이음

   그림2. 핸디블랜더 이음 측정

2.2 원인분석

 (1) 모터의 영향

 핸디블랜더의 모터를 좌우로 회전시 약간의 발생음 차이가 

발생하지만, 변동 이음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 모터 변동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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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터 지지부의 영향

 모터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지지부와 외형 케이스가 끼움형

태로 고정이 된다. 하지만, 형상 오차 등으로 인해 이 부위

의 유격 발생시 떨림 현상이 발생된다. 이 부위를 임의로 

고정시 변동 이음이 많이 감소한다. 변동 이음 발생의 원인

으로 판명된다.

 

(a) 모터 지지부 형상

(b) 모터 지지부 변동 이음

그림4. 모터 지지부 변동 이음 측정

 (3) Cutter의 영향

 핸디블랜더의 cutter에 따라 발생음의 변동 차이가 

발생한다. Cutter의 형상 타입 및 형상 오차에 따라 변동 

이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5. Cutter에 따른 변동 이음

 (4) Bar Shaft의 영향

 실 작동영역에서의 bar shaft의 공진주파수 특성 평가를 

통하여 소음 발생 영향성을 확인하였다. 핸디블랜더의 주 

구동대역이 20,000RPM이므로 소음 발생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Bar Shaft의 공진주파수 특성

 (5) Bar Set의 영향

 해석을 통한 bar set 자체의 소음 발생 영향성을 확인하였

다. 경계조건이 없을 때 bar set의 1‘st mode가 2776.3H

z, 2‘nd mode가 3148.6Hz로 작동대역보다 높은 위치에서 

발생하여 소음 발생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형 

pattern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a) 1‘st Mode Shape    (b) 2‘nd Mode Shape

그림7. 해석 결과

하지만, Bar set과 모터가 끼움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약 3mm 정도의 유격 발생이 가능하다. 회전시 이음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8. Bar Set 연결부 유격 발생

3. 결  론

 모터 지지부와 커터가 핸디블랜더 변동 이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모터 지지부의 형상 오차 등으로 

인한 떨림 현상과 커터의 타입 및 형상 오차에 의해 

변동 이음이 영향을 받는다. 또한, Bar set과 구동 

모터의 연결이 끼움 형태의 유격 발생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후  기

 이 논문은 대구메카트로닉스산업 기술지원사업에 의

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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