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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signed a distributed mass dynamic vibration absorber for vibration reduction in a dual mode 

system. And we were subjected to evaluation of the vibration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distributed mass dynamic vibration absorber through experiments.  

 

1. 서

 론 

 일반적으로 단일 질량으로 해석 된 동흡진기는 단

일모드에 대한 진동저감을 목적으로 설계 할 수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계시스템은 연속체이고 여러 

모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중모드에 대한 진동

저감 연구가 필요하고, 동흡진기 또한 연속체로 해석

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흡진기를 연속체로 해석하였고, 

dual mode에 대한 진동저감을 목적으로 동흡진기를 

설계하였다. 동흡진기를 연속체로 해석했기 때문에  

분포질량의 동흡진기라고 명명하였다. 이 연구를 구

현하기 위해 간단한 시스템인 양단 고정보를 진동 

저감 대상체로 선정하였고, 동흡진기 또한 beam 의 

형태를 기반으로 설계 하였다. 그리고 동흡진기의 진

동저감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목적주파수를 선정하

였고, 동흡진기 부착 전후에 대한 진동저감성능을 평

가하였다. 

2.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이론적 설계 및 진동 저

감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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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이론적 설계 

 Figure 1 분포질량 동흡진기 

 

Dual mode에 대한 진동저감을 위해서는 2개의 

목적주파수에 대해서 분포질량 동흡진기를 설계해

야 한다. Beam의 형태를 기반으로 한 분포질량 동

흡진기를 설계하였고, Fig.와 같이 분포질량 동흡진

기의 지지대 부분을 고정단으로 한 외팔보 2개에 

대해서 연속계 외팔보이론을 적용하여 목적주파수

에 대한 설계를 하였다. 

 

2.2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진동 저감 성능 평가 

 

 
Figure 2 진동저감성능평가 실험의 장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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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고정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shaker에 

의한 random noise가진 실험을 실시하여 진동저감 

주파수를 115Hz와 303Hz로 선정하였다. 

Shaker에 의한 random noise 가진 시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결합 전후 전달함수 비교를 통하여 주

파수 영역에서의 진동저감 성능을 평가 하였다. 

목적주파수인 115Hz와 303Hz로 가진 시 분포질

량 동흡진기의 결합 전후 Amplitude 비교하여 시간 

영역에서의 진동저감 성능을 평가 하였다. 

 
Figure 3 분포질량 동흡진기 부착 전후에 대한 전달함수 

비교 

 

 
Figure 4 분포질량 동흡진기 부착 전후에 대한 시간영역 

응답 비교 

 

Figure 3과 같이 목적주파수인 115Hz와 303Hz

에서 각각 10dB,9dB의 진동이 저감 되었고, 분포

질량 동흡진기의 진동저감 성능을 확인 하였다. 그

리고 Figure 4와 같이 시간 영역에서도 Amplitude

가 저감 된 것을 확인 하여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진동저감 성능을 확인 하였다. 

 

3. 결  론 

동흡진기를 이용한 Dual mode에서의 진동저감을 

위해 연속계 해석 모델인 분포질량동흡진기를 설계 

하였다. 간단한 시스템인 양단고정보를 진동저감 대

상체로 선정하여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결합 전후에 

대한 진동저감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향 

후 분포질량 동흡진기의 부착 위치에 대한 연구와 

동흡진기의 최적질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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