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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rolling stock technology has rapidly developed. Nevertheless, ride quality and vibration vibration
on vehicle still need more study. 
EMU to be operated on SMRT Line 7(SR001) extension section is applied to oil-free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considering maintainability and convenience of inspection. But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compresses the air by 
back-and-forth motion of piston, and spreads the vibration to surrounding structures by its force of inertia. Optimum 
design of mounting bracket is able to reduce the vibration. As a result, we analyzed the frequency spectrum on 
vibration upon value by measuring vibration during operation of air compressor. 
  On this study, we  comprehend the vibration transmission process of reciprocating air compressor and
consider the measure for reducing vibration by minimizing propagation of vibration.

국문요약
  최근들어 철도차량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승차감과 진동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시 7호선 전동차(SR001)에 적용된 공기압축기는 유지보수성 및 점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오일
프리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를 적용하였다. 하지만 왕복동식 공기압축기는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 
공기를 압축하고 그 관성의 힘 때문에 압축기 및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전파한다.
그 전파되는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오일프리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마운팅 브라켓에 대한
최적설계를 통해 진동저감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공기압축기 작동시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하여 나온 결과 값을 토대로 진동에 대한 주파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치와 실험결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진동전파 과정을 파악
하고,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 하여 진동저감을 위한 대책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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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각종산업 및 기계장비에 필요한 동력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은 기계 및 주변 구조물에 피로장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감쇠 시킬 수 있는 진동제어 대책은 기계의 진동폭을 작게 하거나 진동전달력을 
적게 하므로서 가능하다. 이는 압축기와 주변 구조물 설계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시 7호선 전동차(SR001)에 적용된 공기압축기는 차량의 소음 및 진동을 지배하는 주요 인자
중 하나이다. 공기압축기의 마운팅 브라켓과 방진고무와의 조합된 구조가 차체에 취부되어 나타나는 
진동의 특성을 해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적설계를 확립하여 진동절연(Vibration Isolation)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본론
2.1 진동전달 메커니즘

2.1.1 방진효과의 양부(良否)에 있어 방진고무의 선정도 무척 중요하다. 방진고무의 재질은 천연
고무로서 고무재질 중에 가장 촉감이 좋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그림 1과 같이 공기
압축기로부터 발생되는 진동은 1차 방진고무에 그대로 전달된다. 전달된 진동은 양쪽 대칭
으로 취부된 2차 방진고무로 전달되어 1차에서 받은 진동이 2차 방진고무를 거치면서 반으
로 분산되고 마운팅 브라켓을 거쳐 실내로 올라갈수록 진동은 더욱 감쇠된다.  

2차 라켓

2차 방진고무

1차 라켓

1차 방진고무

   그림1. 공기압축기 마운팅 브라켓과 방진고무 취부형상

2.1.2 그림 2에서 공기압축기에서 발생된 진동의 계수(σ)를 1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마운팅 포인트가 4개 이므로 진동계수는 1/4로 분산된다. 
1차 방진고무의 Spring Stiffeness를  , 2차 방진고무의 Spring Stiffeness를  라고
할 때 압축기 마운팅 브라켓이 4개 이므로 σ=1/4=0.25가 된다.

1차 방진고무  = 0.25 (2차 방진고무가 양쪽 대칭 2개로 구성)
2차 방진고무  = (0.25*1/2) = 0.125 이다.
그러므로 압축기에서 시작된 진동은 1차 방진고무 → 2차 방진고
무를 거치면서 0.25에서 0.125까지 떨어진다. 결과치를 백분률
로 환산하면 87.5% 그러므로 압축기에서 시작된 진동은 1,2차 
방진고무를 거치면서 87.5%의 진동감쇠가 이루어지고 객실바닥
으로 갈수록 진동감쇠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2. 질량-스프링 진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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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산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진동실험시 진동값이 얼마나 감쇠되는지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실제시험을 통하여 계산치와 실험치를 비교분석 할 수 있다.

2.2 진동측정 및 분석 방법

그림3. 공기압축기 가속도 센서 부착 형상

2.2.1 그림3 에서 공기압축기의 진동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측정포인트(Comp 상부, 브라켓, 
방진고무, 객실바닥)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고 각 포인트에서 상하방향 진동을 측정하
였다. 진동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된 장비는 KYOWA社의 EDS-400A Compact Recorder
와 AS-2GB 가속도센서를 사용하였다.

표 1. Recorder와 속도센서
Compact Recorder(EDS-400A) 가속도센서(AS-2GB)

Mumber of 
measuring channels 4 Rated capacity

(Reference Value) ±9.807 to 196.1m/s

Applicable sensors
Strain gages

Strain gage transducers
Voltage output sensors

Nonlinearity Within ± 1% RO
applicable bridge
resistance

120 to 1000Ω
(4-gage method) Hysteresis Within ± 1% RO

Gage factor 2.00 fixed Rated output 0.5 mV/V or more
Bridge excitation 2 VDC Safe overload

rating 300%Voltage measuring
range ± 20V
Frequency response
range DC to 20 kHz Frequency

response range
(at 23℃)

DC to(40 to 250) Hz
Resolution of A-D
conversion 16 bit

Frequency
response(App.) 100 HzSampling method Simultaneous sampling

of all channels
Sampling frequency 1 Hz to 500Hz Weight approx. 15g(GA), 25g(GB)LAN interface 10BASE-T / 100BASE-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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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진동시험은 도시철도 차량의 성능시험 중 진동, 소음에 관한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3가지의 환경요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공기압축기 동작 前인 경우
- 공기압축기 동작 中의 경우
- 공기압축기 동작 後인 경우

2.2.3 진동측정시 진동가속도의 크기를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진동가속도 레벨(Vibration Acceler
ation Level)이라 한다.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진동을 측정하여 나온 가속도 값을 데시벨
(dB)로 변환하여 비교 분석 할 수 있다. 다음은 진동사속도롤 데시벨(dB)로 나타내는
진동가속도 레벨(Vibration Acceleration Level)을 구하는 식이다.

  log


      a : 측정대상 진동의 가속도 실효치(  )
                         : 진동가속도 레벨의 기준치(   )

2.3 진동 측정 및 분석결과
2.3.1 Compressor 동작 전의 진동측정 결과

표 2. 공기압축기의 동작 前 진동측정
구분 CM 상부 CM브라켓 객실바닥

주기(Hz) 148 148 147
진동수 3698 3691 3676
가속도 평균(  ) 0.07 0.03 0.03

① 공기압축기의 진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동작 전에 진동을 측정하였다
② CM 상부의 가속도  평균은 0.07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76.9(dB) 이다.

③ CM 브라켓의 가속도  평균은 0.03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69.5(dB) 이다.

④ 실내(객실바닥)의 가속도  평균은 0.03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69.5(dB) 이다.

2.3.2 Compressor 동작 중의 진동측정 결과

표 3. 공기압축기의 동작 中의 진동측정
구분 CM 상부 CM 방진고무 CM 브라켓 객실바닥

주기(Hz) 79 85 84 59
진동수 1968 2137 2092 1471
가속도 평균(  ) 2.81 2.34 0.19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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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기압축기의 진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작 중에 진동을 측정하였다.
② CM 상부의 가속도  평균은 2,81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108.9(dB) 이다.

③ CM 방진고무의 가속도  평균은 2.34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107(dB) 이다.

그림4. CM상부의 진동특성 그래프(동작中) 그림5. CM방진고무 진동특성 그래프(동작中)
④ CM 브라켓의 가속도  평균은 0.19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85.5(dB) 이다.

⑤ 실내(객실바닥)의 가속도  평균은 0.16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84(dB) 이다.

그림6. CM브라켓의 진동특성 그래프(동작中) 그림7. 실내(객실바닥) 진동특성 그래프(동작中)
2.3.3 Compressor 동작 후의 진동측정 결과

표 4. 공기압축기의 동작 後의 진동측정
구분 CM 상부 CM브라켓 객실바닥

주기(Hz) 69 72 62
진동수 1729 1789 1543
가속도 평균(  ) 1.39 0.10 0.06

① 공기압축기의 진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작 후에 진동을 측정하였다.
② CM 상부의 가속도  평균은 1.39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102.8(dB)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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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M 브라켓의 가속도  평균은 0.10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80(dB) 이다.

④ 실내(객실바닥)의 가속도  평균은 0.06 이며 이 값을 진동가속도레벨로 환산하면
  log

 
  = 75.5(dB) 이다.

2.3.4 앞의 2.2.2 에서 기술한 3가지 환경요소에 대입하여 도출한 진동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 내었다.

표 5. 진동측정결과 종합 비교표

순
동작 전 동작 중 동작 후

CM
상부

CM 
브라켓

객실
바닥

CM
상부

CM 
방진고무

CM 
브라켓

객실
바닥

CM
상부

CM 
브라켓

객실
바닥

주기(Hz) 148 148 147 79 85 84 59 69 72 62
진동수 3698 3691 3676 1968 2137 2092 1471 1729 1789 1543
가속도

평균(  ) 0.07 0.03 0.03 2.81 2.34 0.19 0.16 1.39 0.10 0.06

진동가속도
레벨(dB) 76.9 69.5 69.5 108.9 107 85.5 84 102.

8 80 75.5

2.3.5 그림8의 진동특성 그래프에서 공기압축기 진동의 흐름을 보면 압축기 상면 → 1,2차 방진고무
→ 브라켓으로 가면서 진동이 감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압축기에서 발생한 진동은 특히 1차 방진고무 → 2차 방진고무를 거치면서 진동이 94.3% 감소
하여 2중 브라켓 및 방진고무에 의한 진동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CM방진고무
CM상부

객실바닥

그림8. 공기압축기의 진동 특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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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주 공기압축기의 진동 및 방사소음을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마운팅
브라켓 설치 절차를 확립하고, 방진고무부품의 재료 선정시 탄성변형특성 및 기계적 성질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차량과 공기압축기 사이 마운트 지지점의 진동측정장비(표 1.)를 이용하여 차체에 전달
되는 진동을 측정한 후 진동저감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진 설비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확립한 것은 물론 진동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하였다.
  앞으로 전동차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며, 그에 앞서 고객만족을 위한 차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의 향상을 위한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에 부합하기 위한 차량의 진동저감의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실험을 통하
여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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