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K system을 이용한 의료용 컴프레서의  
진동∙ 소음 전달경로 해석 

Transfer Path Analysis of vibration and noise 

for medical air compressor using PAK system 
 

강귀현*·강진철*·박천권**·이정환**·오재응†  

Kwi-Hyun Kang, Jin-Chul Kang, Chun-Kwon Park, Jeong-Hwan Lee  and Jae-Eung Oh 

 
 

Key Words : TPA(전달경로해석), vibration(진동), noise(소음), medical air compressor(의료용 컴프레서) 
 

ABSTRACT 
 

As performance of medical air compressor improve, the problem of noise increased. Noise is very important to medical air 
compressor because most of this installed inside of building. The main goal of this paper is show TPA (Transfer Path Analysis) 
result for contribution analysis using PAK system. Generally, the conventional TPA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First, transfer 
functions between output sound and sources are measured by excitation experiment. Second, transferred sound in each transfer 
path is generated by multiplying the transfer function and the sound source signal. Then, if the output sound synthesized from 
all transferred sounds doesn´t give good agreement with the measured output sound (i.e., the accuracies of the transfer functions 
are low), setting a suitable countermeasure guideline becomes difficult. For obtaining highly accurate transfer functions, 
eliminating correlations among transfer functions and noise included in the measured data are necessary. In the new method 
with PAK system, the vibration acceleration and sound signals around the sound sources and the output sound were measured 
simultaneously to obtain the transfer functions when compressor was operating. By applying PAK system, a highly accurate and 
efficient transfer path analysis method was developed that does not require an excitation experiment. 

 

1. 서 론 

치과용 컴프레서는 치과 진료 시 치아를 가공

하는 핸드피스 등 모든 진료도구의 구동원 및 치

료에 사용되는 압축공기와 물을 공급하는 기계로, 

치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이다. 90 년

대까지 병원에서 일반 공업용 컴프레서를 사용하

였으나, 현재는 Oilless 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용 

왕복동식 컴프레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왕복동식 컴프레서는 매우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를 유발한다. 이는 구동 방식에 따른 구조적

인 문제이다.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며, 피스톤의 1 회 왕복운동은 극

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프레서 작동 

시 소음이 크며 회전 운동으로 인하여 큰 진동이 

발생 한다. 

최근 치과들의 대형화 추세에 의하여 컴프레서 

2 대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소음

과 진동 문제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실내에서 컴프레서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80dBA 이상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진동 역시 크

게 발생하여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지속적인 소음

과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진료 받는 환자에

게는 불쾌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상당한 불만

을 초래하고 있다. 

의료용 컴프레서의 저소음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진동/소음원이 어떠한 전달경로를 통하여 

수음점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MDSA(Multi-Dimensional 

Spectrum Analysis) 또는 SEA(Statistical 

Energy Analysis)법을 이용하여 각 입력간의 상

관관계를 제거한 후 각 입력의 순수한 기여량을 

분석하여 왔다. 하지만 입력원 증가에 따른 연산

시간 증대 또는 적용이 까다롭거나 저주파영역에

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단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HONDA R&D center 의 

Kousuke Noumura, Junji Yoshida(1)등이 제안한 

방법을 토대로 개발한 TPA(Transfer Path 

Analysis) 상용 tool 인 PAK system 을 활용하여 

vibro-acoustic coupled system 에 대한 TPA 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용 컴프레서의 

성능 시험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품질 향상의 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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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력원 선정 

실험대상 
진동∙ 소음에 의한 전달경로 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각 입력원을 파악 하여야 한다. 우선 컴프레

서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여 어떠한 부품으로 구성

되고 있는지를 분석 하여야 한다. 

 

 
    Fig. 1 disassembly picture of compressor 
 

컴프레서는 크게 motor, fan, compressor 및 

저장 tank 의 4 개의 큰 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장 tank 를 제외한 motor, fan 및 

compressor 는 모두 회전운동을 하는 부품이며 

진동 및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실험방법 및 결과 
입력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접장 소음 

측정을 위한 jig 를 준비 하였으며 각 격자의 가로

/세로 크기는 100mm 로 선정하였다. 

 

 

 
Fig.2 Top and front view of test jig 

 

Fig.2 에 표시한 test jig 및 다음에 표시되는 실

험 장치를 이용하여 각 면의 근접장 소음을 측정 

하였다. 측정에는 4 개의 microphone array 를 구

성하여 mesh 의 각 node 점에서 SPL(Sound 

Pressure Level)을 측정하였다. 

 

 
Fig.4 Experimental set-up 

 

 
Fig.4 Result of near-field acoustic measurement 

 

Fig.4 는 컴프레서의 근접장 overall SPL 

contour 를 Matlab 을 이용하여 출력한 결과이다. 

Level 이 높은 부분(빨간 점선부)은 compressor

   
 

2
1001



부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an 및 motor 가 

있는 부위도 다른 부분보다 SPL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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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동(Structure borne) 

입력원은 compressor, motor 및 전달경로상에 

위치하여 기타 입력원에 의하여 가진 가능성이 있

는 저장 tank 를 선정 하였다.  

소음(Air borne) 입력원으로는 fan, motor, 

compressor 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입력원 및 

KS 규격에 따른 1m 전방 출력소음 측정을 통하

여 TPA 를 실시하고자 한다.  

 

3. PAK system 을 이용한 TPA 

실험방법 
의료용 컴프레서의 TPA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측정용 sensor 는 

microphone 및 accelerometer 를 사용하였으며 

front-end 는 32ch VXI module 을, 분석 tool 은 

Mueller-BBM Korea 의 협조를 얻어 PAK 

system 을 사용하였다.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TPA 

 

각 microphone 및 accelerometer 의 측정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각 부품의 소음 및 진동 특성을 잘 

나타내는 부분에 부착/측정하였다. 

 

 

 
 

Fig. 6 Measurement points 
 

동일 측정위치에서 10 초간 5 회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간 차이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 하였다. 

 

실험결과 

(1) FRF 법과 실험결과 비교 

우선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FRF 법(conventional 

TPA)에 의하여 합성한 출력과 측정된 출력을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Fig. 7 comparison measured output and FRF 

 

파란색 spectrum 은 FRF 법에 의하여 합성된 

출력이며 붉은색 spectrum 은 실제 측정된 출력

을 나타낸다. 예상과 같이 각 입력간 상관관계가 

제거되지 않은 FRF 법을 이용한 결과가 실제 측

정값보다 높게 나타난다.  

1002



현재 상태로 각 입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면 

실제 결과와 맞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PAK system 에서는 CTC(Cross-

Talk Cancellation)이라는 Post-process 를 제공

하여 각 입력간 상관관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CTC 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하여 충분히 긴 시간의 측정 data 가 필요

하다.  

만일 여러 번의 측정 data 를 이용하여 CTC 를 

수행하려면 각 측정간 trigger 를 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 되도록 setting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한번의 긴 측정 data

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2) CTC-TPA 결과와 측정값의 비교 
이번에는 각 입려들간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하

여 PAK system 에서 제공하는 CTC 라는 Post-

process 를 적용하겠다. 입력 source 의 단위에 상

관없이 분석 가능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8 Comparison measured output and CTC 

 

연두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CTC 과정을 거친 

후 각 입력들을 합성하여 만든 출력값이며 붉은색 

그래프는 측정된 출력값이다. 두 그래프가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7 의 결과에서는 실제 

출력결과와 약 10dB 이상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Fig.8 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TC 의 유효성을 검증 

하였다. 위 결과는 상관관계가 제거된 각 입력들

을 합성하였으므로 각 입력들과 출력간 spectrum

을 분석하여 주파수 대역 별 원인을 분석 하도록 

하겠다. 

 

(3) 입-출력간 결과 비교 

앞 절에서 검증된 data 를 바탕으로 각 입/출력
간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각 그래프는 주파
수/시간/크기를 갖는 Campbell diagram으로 나타내
도록 하겠다 

 

 
Fig. 9 Comparison synthesis-output and input 

 

Fig.9 의 total output 을 살펴보면 1000Hz 근방

은 SB(Structure-Borne)이 500Hz 및 1600Hz 대

역은 AB(Air-Borne)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부품이 어느 주파수대역에서 기여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결과를 참고 

하기로 한다. 

 
Fig. 10 Comparison each part of compressor 

 

Fig. 10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AB 중 500Hz 및 그 이하의 peak 값은 

compressor 에서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600Hz 근방은 motor 소음이 원인인 것을 알 수 

있다. 

SB 의 경우 1000Hz 근방의 peak 는 

compressor 가 원인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부가적으로 저장 tank 의 측정 결과를 통하여 

fan/motor/compressor 의 진동이 damper 에 의

하여 잘 절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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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PAK system 을 연구에 적용하여 진동/소음의 전달

경로를 파악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

다.  
 
1. 측정 및 분석이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

다. 일반적으로 전달경로 및 기여도분석을 위해서는 
측정/분석에 2~3 일을 소요하였다. 하지만 PAK 
system 을 사용할 경우 약 2~3 시간 만에 측정/분석

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2. 기존 FRF 법을 이용한 TPA 와 비교할 때 각 

입력간 Cross-Talk 을 효과적으로 제거시키므로 결과

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 특히 출력에 상관 
없이 진동/소음 모두 입력원으로 선정 가능하며 혼

합된 입력원에 대한 CTC(Cross-Talk Cancellation)이 
가능하다. 

 
3. time data 를 기반으로 하므로 크기/위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합성 출력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 하므로 각 입력의 영향도를 바꾸었을 때의 출

력변화에 대한 simulation(sensitivity analysis)가 가능

하다. 
 
4. 직관적 interface 를 통하여 사용자가 data 를 손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Post-Process 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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