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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야간 투시경이나 열감지 카메라와 같은 관측용 

장비들은 적외선(Infrared) 이미징를 사용하고 있다. 

높은 영상 품질과 감도를 얻기 위해서는 적외선 

센서의 저온 유지가 필요한데, 최근 장비들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스털링 타입의 선형 극저온 

소형 쿨러(miniature stirling linear cryogenic cooler)가 

사용되고 있다.(1) 

  스털링 극저온 쿨러의 구성은 컴프레서 부분 

(compressor unit)과 이의 확장 부분(expander unit)으로 

분리되어 있고, 냉각제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Figure 1). 확장 부분인 콜드팁(cold 

tip)은 센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열을 

흡수하면서 센서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컴프레서 내부 선형 구동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진동이 콜드팁 그리고 센서까지 전달이 되면서 취득 

영상 품질을 저하 시킨다. 따라서 컴프레서 진동 

외란을 절연하는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진동절연은 구현 방법에 따라 크게 수동(passive), 

반능동(semi-active), 능동(active) 방법으로 구분할 수 

Key Words : Cryogenic Cooler(극저온 쿨러), Tuned Vibration Absorber(동조질량 진동 흡수기), 

Stirling Split Cooler(스털링 타입 분리형 쿨러) 

초록: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는 최신 관측용 장비들을 저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극저온 컴프레서를 센서에 

연결한다. 그러나 컴프레서 진동원으로부터 발생한 외란 힘에 의해 취득 영상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고품질의 영상을 얻기 위해 극저온 쿨러에 대한 진동 절연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수동 진동 절연 방법의 

장점을 사용하면서 컴프레서 외란 진동에 대한 높은 절연 성능이 있는 시스템을 연구 및 설계하는 것이다. 

수동 진동 흡수기는 컴프레서의 구동 주파수를 고려하여 설계했다. 또한, 특정 외란 진동과 고주파수의 진동도 

절연되는 쿨러 절연 브래킷을 설계하였고, 성능 분석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Abstract: In modern surveillance equipment, infrared (IR) sensors are essential for detection and observation. The IR sensor is 

connected to a miniature cryogenic cooler to maintain the temperature at very low levels, i.e., temperatures as low as 77 K. 

However, the quality of the image captured by the sensor is degraded by the transmission of vibration disturbances from the 

cooler. Therefore, to maintain high image quality, the compressor vibration and the force transmitted to the sensor have to be 

mitigated. For the compressor vibration isolating system, a tuned dynamic vibration absorber, combined with a passive isolator, is 

proposed. A cryogenic compressor bracket and springs are designed to allow the absorber mass to mitigate the vibration jitter in 

the axial direction. The system design is analyzed and evaluated in terms of the dynamic suppression of the harmonic force at the 

operating frequency of the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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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능동 방법은 절감 성능이 높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구동기와 센서가 

필요로 하며, 외부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 반면에 수동방법은 간편하고, 안정적이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컴프레서 작동 

주파수인 50Hz 와 같은 저주파수 대역에서 절감 

성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동 진동 절연 

방법에 흡수기 질량(absorber mass)을 부착하고, 

적절하게 파라미터들을 튜닝 하면, 수동 진동절연 

방법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원하는 특정 주파수 

에서의 높은 진동 억제가 가능하다. 극저온 

컴프레서는 일정한 주파수(50Hz)로 작동하기 

때문에,(1) 동조질량 흡수기(Tuned Vibration Absorber : 

TVA) 사용으로 진동 절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조질량 흡수기(TVA) 설계시 파라미터 값(특히 

스프링 강성과 댐핑의 값)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튜닝 방법이 제안이 되어왔다.(2) 대표적으로 

equal peak 방법과 최적설계 방법이 있다.(3) 또한 

흡수기의 파라미터들을 H2 최적 방법을 사용 하여서 

강인성(robustness)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4) 위에서 

명시한 방법들은 전체적인 진동에너지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어서 특정 주파수에 최대 절연을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극저온 컴프레서는 같은 일정한 

주파수로 작동하기에, 제일 큰 외란 진동이 50Hz 와 

같은 작동 주파수의 하모닉으로 나오게 된다. 따라서 

그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흡수기 파라미터들을 설계해야 한다. 특정 

주파수에서 최대의 진동 절연을 얻기 위해서는 

흡수기의 댐핑을 최소로 설정해 주어야 한다. 

  동조질량 흡수기 방법 외 다른 극저온 진동 

절연은 유연성이 높은 튜브로 컴프레서와 

콜드팁을 분리(decoupling) 시키는 방법, 두 개의 

동일한 이동자(moving mass)를 각 역방향으로 

동작하여서 진동 상쇄하는 방법이 있다.(5) 능동적 

방법으로 짐발(gimbal) 플랫폼에 컴프레서 진동을 

액추에이터로 제어하는 방법도 있다.(1,6)  

본 연구는 소형 극저온 쿨러를 위한 간편하고 

저가의 설계, 쉬운 설치, 그리고 높은 진동 절연 

성능을 모두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절연장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  이  목적을  위해서  진동절연 

방법으로는 동조질량 흡수기 사용을 선택하였다. 

절연 시스템을 브래킷(bracket) 모형으로 하여서 

극저온 컴프레서를 진동 절연 장치에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디자인 하였다. 또한 본 연구 설계가 수동 진동  

 

 
Fig. 1 A split stirling cyrogenic cooler(1) 

 

절연 방법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쿨러 진동 절연 

성능이 더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동조질량 흡수기 방법과 수동 절연 

방법을 비교하였다. 

2. 진동절연 시스템 설계 

2.1 시스템 분석 

  AIM 사의 SL-150 과 같은 소형 극저온 쿨러의 

컴프레서 안에는 선형 구동기가 작동을 하면서 

냉각수를 순환시킨다(Figure 1). 이 시스템을 질량, 

스프링과 댐핑을 가지는 1-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 선형 구동기는 일정 

주파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축 방향으로 정현파 

외란 진동 힘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소형 저온 

쿨러는 50Hz 에서 구동을 하고, 2.5Nrms의 축 방향 

힘을 콜드팁에서 발생한다.(1) 이 시스템에 

흡수기를 추가하면 축 방향성을 가지는 2-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Figure 2). 

컴프레서와 흡수기의 변위는 각각 x1 x2이고, 운

동방정식은 수식 (1), (2)에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표시한 힘 F0은 컴프레서 내부에서 발생이 되어서 

컴프레서의 진동원이 된다.  
 

2 2 2 2 1 2 2 1( ) ( ) 0m x k x x c x x+ − + − =&& & &
 

(1) 

1 1 1 1 2 1 2 1 1 2 1 2( ) ( ) ( )mx k x k x x c x c x x F t+ + − + + − =&& & & &
 

(2) 
 

 

하모닉 외란인 
0 ( ) iwtF t Fe= 이면 컴프레서 진동을 

1 1

iwtx X e=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컴프레서 

정규화 진동 진폭을 수식 (3)과 같이 나타내고, 여

기서 ωn,, ωa 은 컴프레서, 흡수기의 고유주파수이

고, f =ωa/ωn,  fa =ω/ωn,  µ= m1/m2 그리고 ζ1 ,ζ2은 댐핑 

비율이다.  수식 (3)에서는 진폭을 Static 변위 (δ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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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ing of the TVA system 

 

의 비율로 정규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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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하드웨어 설계 

  실험을 위해서 위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극저온 

컴프레서의 크기와 무게, 구동 주파수, 외란 힘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하드웨어를 [8]에서 제작을 

하였고 Figure 3과 같다. 컴프레서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stainless steel)로 하였고, 무게는 2.2kg 로 설계하였다. 

컴프레서 크기는 길이 103mm, 지름 60.5mm 로 

설계하였고, 내부에는 선형 구동기인 VCM(voice coil 

motor)를 내장하여서 일정한 주파수로 작동을 하여 

진동힘을 유발 할 수 있게 설계 하였다. 이는 

컴프레서의 선형 펌프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비슷한 

크기의 힘을 발생하기 위해서 입력 전류를 

조정하였다. 

흡수기(absorber) 질량의 무게는 컴프레서 무게의 

1/10인 0.2kg 로 설계하였고, 재질도 같은 스테인리스 

철(stainless steel)로 하였다. 컴프레서와 흡수기 

스프링은 선형 변형을 주는 디스크 타입으로 

하였다.(5) 두께와 패턴 모형은 ANSYS 프로그램에서 

해석을 통해서, 컴프레서와 흡수기의 고유진동수가 

각각 33Hz 와 50Hz 를 가지도록 설계하였고 댐핑은 

우선 매우 작은 값을 가지도록 설계 하였다.  

컴프레서는 디스크 스프링을 통하여서 베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고, 외란 힘에 의해서 축 방향으로 

진동을 하게 된다.  흡수기는 선형 운동을 하기 

위하여 컴프레서와 연결된 샤프트 위에 위치하였다. 

흡수기는 스프링을 통하여 컴프레서 샤프트와 고정이 

되어 있다. 베이스에 설치한 둥근 받침은 아크릴  

 

 

Fig. 3 TVA isolation system 

 

재질로 하였고, 컴프레서 무게를 지탱하고, 마찰을 

주는 역할을 하다. 

3. 진동절연 시스템 성능 실험 

설계한 하드웨어 무게, 강성, 고유 주파수와 같은 

파라미터 값들을 사용하여서 컴프레서 진동 주파수 

분석을 시뮬레이션 해보았고(Figure 4), 진동 절연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흡수기 댐핑값 ζ2 가 

낮을수록 두번째의 공진 피크가 증가하지만, 

50Hz에서 높은 절연 성능을 보이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50Hz 에서의 컴프레서 진동은 흡수기에 

의해서 -20dB 정도의 진동 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작한 컴프레서와 흡수기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한 

결과 각각 33Hz, 50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실험은 컴프레서와 흡수기를 분리 한 

후 각각에 가속도센서(PCB 352C66)를 부착하고 

임팩트 해머로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였다.  

컴프레서에 흡수기를 부착하여서 임팩트 해머로 

화이트 노이즈 힘을 가해주었을 때, 컴프레서의 

변위와 해머의 힘에 대한 전달율을 얻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하게 실험결과에서도 특정 

주파수(50Hz)에서 컴프레서 진동 변위가 흡수기를 

사용시에는 -20dB 이상 절감이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ure 5). 또한 흡수기는 낮은 댐핑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고주파수 

영역에서 높은 진동 절연 성능을 보이고 있다. 소형 

극저온 쿨러의 주 진동원은 50Hz 하모닉 진동이기에 

이 시스템의 진동절연은 효과적으로 컴프레서 진동을 

절감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란 진동이 

공진주파수와 일치하면 진동 증폭을 낼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핑값 들을 적절하게 

높이거나 적응흡수기 설계도 고려할 수 있다.  

동조질량 흡수기(TVA)가 수동진동 절연(SDOF 

Passive)보다 진동 절연 성능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흡수기 질량을 제거하고 컴프레서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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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ulation of compressor displacement with TV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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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ressor displacement when operating at 50Hz 

 

 

같은 실험을 반복하였다. 이는 흡수기 질량 없이는 

질량, 스프링과 댐핑을 가지는 1-자유도 시스템 

(SDOF Passive)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로 

동조질량 흡수기를 사용 하면 33Hz 에서 55Hz 까지 

영역에서 수동진동 절연 방법보다 쿨러의 진동을 더 

절감하는 성능을 보였다. 또한 높은 주파수 대역 

(60Hz 이상)에서도 수동진동 절연 방법과 유사한 

높은 진동 절감 효과가 있음을 비교할 수 있었다. 

특히 컴프레서 작동 주파수에서 20dB 더 

절감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컴프레서를 구동하고, 진동 진폭을 측정하였다. Figure 

6 에서 보이는 것 같이, 흡수기(TVA) 진동 절연 

방법이 흡수기를 제거한 수동절연 방법보다 진동 

절연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극저온 쿨러 진동절연 방법으로 동조질량  

흡수기(TVA) 절연방법이 간단한 설계와 높은 외란 

진동 절감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일정한 

주파수에서 구동하는 컴프레서는 50Hz 의 외란 힘을 

발생하지만, 흡수기를 통해서 20dB 이상의 진동이 

절감될 수 있다. 또한 설계한 절연 장치는 33Hz에서 

54Hz 사이의 진동도 흡수기 없을 시인 수동진동 

절연방법 보다 진동 절연이 높고, 고 주파수 에서도 

높은 진동 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컴프레서의 구동 

주파수가 변하거나, 흡수기의 detuning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저 주파수 외란 진동이 있으면 

절연 성능이 저하되고 진동이 오히려 증폭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진동 절연 시스템을 바탕으로 적응흡수기(adaptive 

TVA)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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