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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Unbalance)의 원인 

 

회전체에 존재하는 불평형의 원인은 무수히 많으며, 이를 다 언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정리만을 다루기로 하자. 

 

1. 회전체내의 기공 또는 비중의 불균일성 

 

주물 혹은 단조품, 원자재의 구성 원인들 중 그 생산 과정에서 기공 혹은 이 물질의 혼입으로 

인해 발생 되어지는 질량의 불균일 분포와 열처리와 기타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의해 질량이 

불균일 하게 분포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평상적인 육안검사 혹은 부분적인 조질 검사로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편심 

 

편심은 부품의 기하학적 중심이 그것의 실제 회전 중심과 불일치 할 때 존재 하게 된다.  

회전체 자체는 정확한 진원이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 회전 중심은 한 곳 또는 그 이상으로 존재 

할 수도 있으며 흔히 유발되는 불균형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이 경우 축이 타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회전축의 중심이 회전체의 축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3. 회전체의 볼트(Bolt) 혹은 키(Key)등의 구성품의 홈과 부착 

 

대부분의 공업 규격에는 회전체의 바란싱을 할 때는 회전체의 볼트 및 키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전체의 제작사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바란싱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실제 회전체가 장착되어 사용되어 질 때에는

불평형 상태로 진동을 유발하게 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 변형 

 

회전체의 불균형은 제조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만 때로는 회전체가 충격이나 열로 인해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바란싱 작업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의 원인은 스트레스 및 열 영향에서 비롯된다. 

실질적으로 프레스 압축 밴딩 등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 부품들은 매우 높은 내부응력을 가지게

되며, 만약 회전체 또는 기계부품이 제작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 

과정에서 양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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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로 생기는 변형을 열변형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금속은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하지만 

대부분의 회전체들은 재질자체내부의 최소한의 불안정 및 온도의 불균일한 분포로 인해 전체가 

균일하게 팽창되지 못하므로 이때 이것이 변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열변형으로 인한 문제 해결은 회전체의 바란싱작업을 정상운전 온도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 

 

5. 틈새 혹은 공차 

 

불평형의 일반적인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회전체 구성품을 조립 시 생기는 틈새의

변화 내지는 증가이다. 

키(Key)나 볼트(Bolt)류의 조립 시 흔히 볼 수 있으며. 회전체의 구성품 조립 시 조립 공차를 어느

정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6. 부식 및 마모 

 

대부분의 회전체에는 부식, 마멸 또는 마모현상이 일어난다. 

만약, 이러한 부식, 마모가 일정한 분포로 일어나지 않으면, 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7. 침전물의 퇴적 

 

재료처리에 사용되는 회전체에서는 침전물(오일, 가공재료 찌꺼기등)의 불규칙한 퇴적으로 

불평형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며, 불평형 상태의 점차적인 증가는 퇴적물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갑자기 큰 진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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