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최근 생활 환경이 다양해지고 특히 주거 환경 생활양식, ,

의 변화에 따라 가전 제품의 운전음으로 인한 생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전 제품 중 음.

식물 처리기의 저진동 저소음화 기술 개발에 대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본 론2.

시스템의 소음 진동 특성 분석2.1 /

시스템 음압 측정(1)

음식물 처리기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제품의 아랫면을

제외한 면에 대해 거리의 간격을 두고 각 면에서 높5 1 m

이의 중앙지점 거리에 마이크로폰을 과 같이0.33 m Fig. 1

설치하였다.

소음 측정 전경Fig.1

외부 패널이 방사소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패

널 장착 및 제거의 음압 측정을 비교한 결과를 에 나Fig. 2

타냈다 외부패널 제거상태에 비해 장착상태에서의. overall

값은 떨어졌으나 에서는 높은 음압 수준을 보100~400 Hz

였다 따라서 패널 방사에 의한 음압 제어가 필요하며 또한. ,

분쇄기 모터의 작동 주파수인 대역에서의 음압 제120 Hz

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외부 패널 장착 상태에 따른 음압 측정Fig.2

분쇄기 마운트부의 진동 특성 분석(2)

은 분쇄기 마운트 지지부 지점에서의 주파수응답Fig. 3 4

함수 를 측정한 결과이다 마운트 지지부의 강성라인을(FRF) .

확인한 결과 모든 방향에 대한 국부 강성값이 150 kgf/mm

미만으로 낮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마운트 효과의 증대를.

위한 강성 보강이 필요하다.

(a) X-dir. (b) Y-dir.

(c) Z-dir.

분쇄기 마운트 지지부의 주파수응답함수Fig.3

전달경로분석법(3) (Transfer Path Analysis)

각 마운트별 전달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TPA(Transfer

기법을 본 제품에 적용하였다 의Path Analysis) . Fig. 4 (a)

는 제품의 전방에서 측정한 소음 스펙트럼과 를 이용하TPA

여 예측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신뢰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는 전방 소음에 대한 마운트 지지부. Fig.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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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및 예측 음압 경로 별 기여도(a) (b)

전달경로분석Fig. 4

지점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를 통해 제품 좌측면4 .

마운트 방향과 방향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X Z

있다.

시스템의 음압 저감 방법 제시 및 적용2.2

제진재 부착을 통한 패널 방사 소음 저감(1)

제품의 소음을 제어하기 위하여 와 같이 제진재를Fig. 5

제품의 외부 패널에 부착하여 음압을 측정 하였다 제진재.

를 제품의 외부 패널측면 및 뒷면에 장착하였을 경우 모( )

든 음압 측정 지점에서 방사 소음이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제진재 부착 전후의 앞면에서 측정한 결과를 에 나/ Fig. 6

타내었다.

외부 패널 제진재 부착 위치Fig.5

제진재 부착 전후 음압Fig.6 /

마운트 지지부 특성 변화에 의한 음압 저감(2)

기존 마운트 지지부의 강성 증가를 위해 과 같이 제Fig. 7

품 좌 우측의 마운트 지지부에 철재 빔을 부착하였다 또한/ . ,

보강 지점의 주파수응답함수를 측정하여 강성 변화를 확인

한 후 음압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과 에, Fig. 8 Fig. 9

나타냈다 에서 보듯이 기존 마운트 지지부 보다 보. Fig. 8

강 상태의 지지부가 및 방향에 대해 국부강성이 최대X Y 3

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성 보강으로.

인해 마운트의 진동 절연 효과가 증가하여 방사 소음이 4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를 에 나타내었다dB Fig. 9 .

마운트 지지 부 보강Fig.7

(a) X-dir. (b) Y-dir.

(c) Z-dir.

분쇄기 마운트 지지부 보강 전후의 주파수응답함수Fig.8 /

분쇄기 마운트 보강 전후 음압Fig.9 /

결 론3.

본 연구에서는 음식물 처리기 작동 시 소음을 저감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2 .

본 제품의 외부패널에 제진재를 부착할 경우 패널에 의(1)

한 방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압축기 마운트 지지부의 강성 확보를 통해 마운트의 진(2)

동 절연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의 소음을 저

감할 수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주웅진 코웨이 및 서울대학교 정밀기계 연구( )

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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