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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진동 모니터링용 휴대용 Balancing machine 개발
Development of balancing machine tester for 

industrial vibra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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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회전체는 편심, 재질의 밀도, 제품의 좌우 비대칭 

등으로 항상 불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균형 량

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잔류

량 이하로 수정돼야 한다. 최대 허용 잔류량은 ISO 
규격에 의하여 Tolerance량을 계산할 수도 있으며, 
현장에서는 도면상에 표시된 밸런스 규격(ISO 규격

에 의한 계산)을 적용해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밸런

싱 머신은 이와 같은 회전체의 언밸런스 량을 측정

하고 수정하는 기계로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측정 장비 이며, 이러한 

측정 및 수정을 위해 기계와 전자(컴퓨터 시스템)가 

조합되어진 측정 장치로서 구동부, 진동대, 신호센

서, 위치센서, 인코더, 분석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동대 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회전을 시키면, 원심

력으로 나타나는 언밸런스의 양이 픽업 센서에 전달

되며, 이 신호는 다시 위치 센서 신호와 함께 컴퓨터

로 입력되어 필터링하고 계산하여 모니터에 나타나

게 되며, 모니터에 표시된 양과 각도대로 작업을 하

면 ISO 규격(limit) 이내로 작업할 수 있다. [1-3]
한편, 언밸런스 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전체

를 구동 모터가 달린 진동대에 올려야 하나, 대형 터

빈과 공조용 송풍기 같이 이동이 어렵거나 탈부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밸런싱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한다.[4]  그러므로, 현장 밸런싱에는 휴대

장비가 필요하고, 구동부와 진동대는 현장 환경을 

그대로 이용하고, 신호센서, 위치센서, 인코더, 분석

기는 휴대가 가능토록 구성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체형 휴대 진동 진단 기술의 개발이 필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 일체형 밸런싱 및 FFT

를 통한 현장진동 측정설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본론

2.1 Balancing machine 설계

본 연구에서는 balancing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Analog input은 총 16채널로서 

그중, Dynamic signal input이 8ch, General purpose in-
put 이 8 ch로 개발되었다. 또한, 휴대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Laptop 형태로 설계되어 현장에서도 쉽

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1 Schematic of balancing machine

2.2 Balancing machine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balancing machine 프로그

램은 그림 2와 같은 순서도로 개발되었으며, 하드웨

어 컨트롤을 위한 드라이버SW는 Visual C++를 이용

하여 DLL형태로 개발하여, Application 단에서 호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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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프로그램은 

10g 에 해당하는 상태의 진동 크기 - Idling 상태의 

진동 크기 = A    (1)
10g 의 무게 – Idling 상태 무게 = M  (2)
구하고자 하는 편심 무게 = Y  (3)
측정중인 진동 크기= X    (4) 
A : M = X : Y 가 되며, 이 수식을 풀면

Y = MX/A 가 되어 Balancing 무게가 계산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그림 3과 같은 프런트 패널과 

같이 구성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진동 raw data를 

받을 수 있는 차트와 FFT함수를 통한 주파수 분석 

도메인, 에너지의 변화를 통하여 진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contour view chart 마지막으로 초음파 변위

센서를 이용한 회전축의 각도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Fig. 3. Picture of  front panel of program. 

3. Balancing machine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Balancing machine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은 방법으로 Field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이

용하여 실제 산업 설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테스트한 결과 

Calibration mode에서 제공한  회전체의 무게 15g이 프로그

램에서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concept of field test and result of experiment

4. 결론

본 연구에서 는 휴대용 balancing machine을 개발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실제 산업설비에 센서를 부

착 하고, 센서를 테스트 한 결과, 제공한 무게만큼의 

편심크기가, 개발된 시스템에서 정량적으로 검출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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