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 정 부품 제조

산업, 광학기계 관련 분야 등에 사용되는 장비의

고정 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가동부 이

동 또는 절삭력에 의한 진동, 구조물 바닥에서 오

는 외부진동 저감이 필수적이다. Random noise인
구조물 바닥 진동 및 일정한 주기, 충격 형태의

가동부 이동 또는 절삭력에 의한 진동 등은

active vibration isolators(능동 진동 절연 장치),
passive vibration isolators(수동 진동 절연 장치),
semi-active 진동 절연 장치 및 제어적인 방법으

로 저감이 가능하다. 이 중 능동 진동 절연 장치

는 저주파 역 내 큰 정적 변형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했을 시 효과가 탁월하나 가격이

매우 비싸고, 가감속 및 저크의 조절, 게인 변화

등의 제어적인 진동저감 방식의 경우 사용하기

에 진입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동 진동 절연 장치는 가

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없으며 적용이

용의하기 때문에 저주파 역의 진동 감소에 취

약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서부터 현재 산업계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동 절연 방식이다.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의 원리는 많은 교재에서 쉽

게 접할 수 있으므로 이 에서는 제외하고 신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수동 진동 절

연 장치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도록 한다. 따라

서 진동 저감을 원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효율

적인 진동 절연 장치의 선택 및 적용을 돕고, 연
구계 및 학계에는 관련 연구 및 관심을 활성화 하

고자 한다.

Passive vibration isolators(수동 진동 절연 장치)
에는 크게 공압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진 , 금속

유연 요소로 이루어진 제진 , 매트와 패드, 탄성

중합체로 이루어진 제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공압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진 는 pneumatic
vibration isolators(공압제진 ) 또는 air spring(에
어 스프링)을 포함하며 댐핑을 탄성 중합체으로

구현하는 one chamber 시스템, 댐핑을 공압으로

구현하는 two chamber 시스템 그리고 self-leveling
을 추가하여 정적 변형을 최소화 하는 시스템 등

으로나뉠수있다. 금속유연요소로이루어진제

진 는 코일 스프링 및 wire-mesh/cable 제진 장치

를포함시킬수있으며, 매트와패드진동절연장

치는고무및플라스틱/섬유로구성할수있다. 탄
성 중합체로 이루어진 제진 는 고무와 벨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 음강성 제진 (negative-
stiffness isolator), constant natural frequency 제진 ,

* E-mail : jihylee@kimm.re.kr

수동 진동 절연기

이 지 현

(한국기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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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d-mass-damper 및 플렉시블 커넥터 등이 존재

한다. 그림 1은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의 종류를 나

타낸다. 
공압 제진 및 에어 스프링은 저주파 진동에

취약한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낮은 강성을 사용하여 공진주파수를 저

주파로 옮기도록 한다. 따라서 공진주파수 이후

의 진동 전달을 빠르게 감소시켜 지반 진동이 구

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댐핑 적

용 시 저주파수 의 진폭을 감소시켜 잔류진동

감소에도 효과적이다(그림 2). 공압 제진 및 에

어 스프링은 챔버 하나에 탄성 중합체, 즉 고무를

사용하여 댐핑을 발생시키거나 두개의 챔버 사

이 구멍을 통해 공압 차이로 댐핑 효과를 만들어

진폭을 감소시킨다. 챔버가 하나인 에어 스프링

에 비하여 챔버 두 개를 사용해 공압 차이로 댐핑

을 발생시키는 공압 제진 가 정 시스템의 진

동 저감에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챔버가 하나일

경우 시스템의 하중에 의해 수직방향의 강성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의 안정도가 감소

되기 때문이다. 챔버가 2개인 공압 제진 의 경

우 단단한 벽을 갖는 실린더를 사용하며 댐핑에

의한 공진주파수 이후의 진동 전달률의 상승을

저감한다. 고무를 사용한 에어 스프링의 수직 방

향의 타겟 주파수는 3~14 Hz이고 두 개의 챔버를

사용한 공압제진 의 경우 1~3 Hz로 저주파 진

동에 사용이 적합한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이다.
단, 낮은 강성으로 인한 정적 변형의 취약성 때문

에 공압제진 에 self-leveling장치를 부착하여

semi-active으로 변형 후 저주파 진동을 저감하기

도 한다. 그림 3은 현재 newport에서 판매되고 있

는 self-leveling 장치가 부착된 2개의 챔버 공압

제진 이다.
금속 유연 요소인 코일 스프링 또한 낮은 공진

주파수(약 3~10 Hz)를 제공하는 진동 절연 장치

이다. 체로 매우 무거운 하중(약 560,000 N) 아
래에 사용되며 따라서 한번 설치 후 녹이 슬지 않

는 한 자주 유지 보수를 하지 않는다. 높은 정강

성으로 정적 변형이 많지 않고 열 변형이 크지 않

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틸 코일 스프링은 댐핑

계수가 낮아 속도가 매우 느린 물체 및 저주파 진

동을 발생시키는 물체를 제외하고는 진동 저감

에 효과적이다(그림 4). 경우에 있어서는 점성 댐

퍼를 같이 사용하여 높은 댐핑이 필요한 상황에

그림 1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의 분류

그림 2  공압 제진 의 낮은 강성으로 인한 진동 저감 그림 3  Newport의 pneumatic isolators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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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된다. 스틸 코일 스프링은 고주파 역에

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코일 스프링 바닥에 고무 패드를 깔지

만 시스템을 흔드는 역효과가 발생되기도 한다.
와이어 메시(wire-mesh) 제진 장치는 13~30 Hz에
수직 공진주파수를 제공하고 높은 하중이 걸리

면 와이어간의 접촉면적이 증가해 정강성이 증

가된다(하중의 2배 증가 시 정강성 약 1.5배 증

가)(그림 5). 단 정적 및 동적 비선형성이 존재해

적용이 쉽지 않는 단점이 있다. 케이블 제진 장치

는 부드럽기 때문에 하중에 의한 변형이 자유로

워충격진동을감소하는데효과적이다. 
매트와 패드 진동 절연 장치는 고무 또는 플라

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장 저렴한 방진 장치이다.
상 적으로 큰 납작한 블락 모양이며 크고 무거

운 물체(콘크리트 또는 폴리머 콘크리트 기반)를
진동에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약 10~40 Hz
에 고유진동수를 타깃으로 하며 패드를 잘라서

강성을 변화시켜 고유진동수를 이동시키는데

유용한 장점이 있다(그림 6). 하지만 고무로 된

매트는 잘 압축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수직 방향

으로 강성이 높아 수직 방향의 강성 피 수평 방

향의 강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시스템이 흔들리

는 경우가 많고 중간 이하의 댐핑 계수를 갖는 고

무 패드에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코르크로 된

패드는 습기 또는 오일을 흡수해서 요즘은 잘 쓰

이지 않고 플라스틱 패드는 높은 오일에 한 저

항과 높은 수평방향의 강성으로 시스템의 흔들

림을 방지해 크고 무거운 산업용 기계를 지지하

는데 사용이 된다. 하지만 요즘은 탄성 패드와 마

운트로 체되고있다. 
탄성중합체로이루어진제진 는고무와밸브

로 구성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

재한다(그림 7). 기계장비를 설치할 때 오일같은

그림 4  Kordund 사의 코일 스프링 CE-1과 단면도

그림 5  NSV사의 wire rope 제진 (VWM10)

그림 6  NSV사의 방진고무(SRP)와 사이즈 및 두께에 따른
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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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에 나쁜 향을 주는 요소가 바닥에 있을 경

우 제진 의 레벨링으로 이를 피하고 진동 절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엔진 마운트 혹 예민

한 장비에 가해질 충격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강
성을 변화 시키지 않으며 레벨링하는 방식으로

레벨링 볼트를 조여서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 많

이 사용되는데 이는 레벨링 하기도 어렵고 시간

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만약 기계장비의

제진점이 많을 경우 레벨링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수압 구동장치를 사용하여 레벨링

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탄성 중합체로 이루

어진 제진 가 견딜 수 있는 하중 범위는 1,200~
120,000 N로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정강성을 바

탕으로 계산된 제진된 물체의 최소 수직 공진주

파수는 6~10 Hz이다. 
이 외에도 수동 진동 절연 장치 중에는 배관 사

이에 설치되어 배관계의 팽창 및 수축에 의해 발

생되는 응력을 흡수하고 장비에서 전달되거나

유체의 흐름으로 발생되는 진동을 저감하는 유

연 커넥터, 파워가 전달되는 장치의 진동으로 인

한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power transmission 커
플링, 하중에 따라 강성이 선형적으로 변하여 제

진되는 물제의 고유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시

켜주는 constant natural frequency(CNF) 제진 , 또
하나의 관성 질량을 부착하여 제진되어야 할 시

스템의 진동을 분산시켜 저감시키는 tuned-mass-
damper(TMD)가 있지만 CNF 제진 , TMD는 산

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아 자세한 설명

은이 에서생략한다. 

현재 수동 진동 절연 장치에는 위와 같은 종류

가 있으며 각각은 특징에 따라 적용 분야가 다르

다. 수동 진동 절연 장치의 효율적인 적용 및 방

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관심및참여가요구된다.

그림 7  Vibrodynamics사의 micro/level elastomer isolators와 단면도

그림 8  (a) NSV사의 플렉시블 컨넥터(NFC10), 
(b) Newport의 CNF(NewDamp), 
(c) TMD, 
(d) MinusK의negative-stiffness isolator(LC-4)

(a) (b)

(c)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