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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suggested a design modification method to reduce the vibration of an air conditioner for 
railway vehicles and increase the durability of its pipe lines. Through experimental vibrational mode analyses 
and structural modifications on the air conditioning system, vibration reduction scheme was suggested and 
evaluated its effectiveness by empirical modal analysis. The derived design idea was applied to a real air 
conditioning system and the expected improvement was obtained.

1. 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철도차량의 고속화, 고급화로 인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요구는 높아가

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에서 대고객 설비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

한 온도상승으로 냉방을 위한 공조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높다. 철도차량의 공조시스템은 차량의 종류만

큼이나 다양하고 각기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차량용 냉방기는 압축기(compressor)-응축기(condenser)-팽창변(expansion device)-증발기(evaporrator)

의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를 연결하는 배관(동관)의 구조는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철도차량용

냉방기를 제작하는 제작사별로 배관(동관)의 형상과 길이 등 구조가 제각각 이며, 제작과정(진동시험

시)에서의 배관(동관)의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작과정이 길어지고 빈번한 진동시험으

로 인하여 냉방기의 품질저하 및 제작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철도차량용 냉방기 배관(동관)의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냉방기 중에서 진동이 가장 심한 도시통근형동차 냉방기(15,000㎉/h)의 압

축기-응축기간 배관(동관)의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여 철도차량용 냉방기의 배관진동 저감을 예측하기 위

한 배관의 고유치 이론 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배관의 고유치와

실험에 의한 모드해석 결과를 비교, 수정된 모델을 제시하여 철도차량용 냉방기의 진동을 저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냉방기 구조 및 특징

2.1 냉방기의 구조

냉방기 유니트는 일체형 구조로서, 열차 지붕 싱부에서 쉽게 탈․장착 가능토록 되어있다. 냉매를 응

축시키기 위한 주위 공기는 유니트 상부로부터 유입되어 양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응축기의 방열면을 통

하여 배출된다. 열차 객실 내부의 공기는 천정에 위치하고 있는 흡입구(RETURN AIR GRILL)로 유입

되어 증발기의 열교환면을 거치면서 차갑게 변환되어 객실내부와 연결된 토출구(SUPPLY AIR DUCT)

를 통해 객실내부로 공급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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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냉방기의 특징

2.2.1 도시통근형 동차 냉방기 외형도

도시통근형 동차의 냉방기는 Fig. 1과 같이 압축기 2대, 증발기 2대, 응축기 2대, 증발기 팬 조립체 1

대, 응축기 팬 조립체 1대로 구성되며,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Fig. 1 RDC 냉방기 외형도

Table 1. 냉방기의 특성

 MODEL NO.  72EK150-YOB

 형식  Roof 탑재

 CAPACITY

 CONDITION

 15,000 ㎉/h

 실외 45℃

 실내 28℃, 65%RH

 POWER 

 SOURCE
 AC 440V, 3Φ, 60㎐

 SUPPLY AIR 

 VOLUME

 36CCM FRESH : 11 

 RETURN : 25

 WEIGHT  APPROX. 420 ㎏

 [F.R.P COVER 별도]

2.2.1 도시통근형 동차 냉방기 냉매회로

기체냉매(R-22)는 압축기에 의해 흡입․압축되어져 압력과 온도가 상승된다. 압축되어진 고압․고온

의 기체상태 냉매는 응축기 동관 내부로 들어가고 응축기 방열면을 통과하는 외부공기에 의해 응축되어

져 고압․고온의 액체 상태로 변화된다. 응축 액화된 냉매는 냉매건조기를 통과하면서 냉매중의 수분이

나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고 expansion device를 통과하면서 교착작용에 의해 증발하기 쉬운 저압․저

온 액체상태의 냉매로 된다. 저압․저온의 액체냉매는 증발기 동관 내부로 흐르게 되며 증발기 열교환

면을 통과하는 실내 흡입공기로부터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 주위 공기 온도를 떨어뜨린다. 증발기를 통

하여 저압․저온의 상태로 된 기체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흡입․압축되어지는 이 작용을 반복한다.

2.2.3 압축기 형식 및 특성

압축기(COMPRESSOR)는 Fig. 2와 같이 하나의 cases내에 전동기와 크랭크축이 직결 밀폐되어 있고,

피스톤의 왕복운동에 의한 진동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방진스프링 및 전동기 권선 온도상승 방지용 과

부하 릴레이가 내장되어 있으며 외부고정 브라켓에도 방진고무가 취부 되고, 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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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압축기

Table 2. 압축기 및 파이프의 특성

Compressor

(압축기) 

형    식  밀폐형 피스톤식

입력전원  AC 440V, 3Φ, 60㎐

Pipe

(동관) 

재    질  C1220T-O

탄성계수  0.002 MPa

포아송비  0.33

밀    도  8.94 ㎏/㎥

인장강도  251 N/㎟

연 신 율  48 %

3. 냉방기의 진동특성 개선

3.1 냉방기 진동시험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배관과 압축기로 이루어진 냉방기를 철도차량에 탑재하여 영업운전을 위

해 사용하려면 일정한 진동시험을 거치고 난 후 압축기는 물론 배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

에서 철도차량 냉방기의 진동시험에 사용되고 있는 시험기준은 KS R 9144 '철도차량 부품의 진동시험‘

이다.

KS R 9144에 의한 냉방기 진동시험은 2종(2)에 해당되며 진동내구성시험은 2종 B종(2B)에 해당된다.

진동시험 2종에서는 공진시험을 하게 되는데, 대상시험품의 부착 자세에 대한 전후 좌우 및 상하 각 방

향에 대하여 진동수 범위 1∼5Hz에서는 변위 온진폭 10mm, 진동수 변화속도 0.02 Hz/s로 가진을 하고,

진동수 5∼30 Hz에서는 가속도 온진폭 9.81 m/s2(1.0 g), 진동수 변화속도 0.03 Hz/s로 진동수를 상승

및 하강시켜가면서 공진시험을 시행한다. 한편, 진동내구성시험은 앞에서의 공진시험 결과 1∼30 Hz 사

이에 나타나는 고유진동수에 맞추어 Table 3과 같이 내구성시험을 실시하고 또한, 고유진동수가 아닌

10 Hz에서도 실시한다.

Direction Exciting Acceleration Exciting Frequency Test Time Remark

Logitudinal 13.7 m/s2 (1.4 g)
(Logitudinal Natural Freq.) 1,800 sec. Resonance

10 Hz 5,400 sec Non-resonance

Lateral 13.7 m/s2 (1.4 g)
(Lateral Natural Freq.) 1,800 sec. Resonance

10 Hz 5,400 sec. Non-resonance

Vertical 13.7 m/s2 (1.4 g)
(Vertical Natural Freq.) 3,600 sec. Resonance

10 Hz 10,800 sec Non-resonance

Table 3. Vibration Durability Test

그러나 Fig. 2의 냉방기는 KS R 9144 '철도차량 부품의 진동시험'에 따른 시험 후 Fig. 3과 같은 파

손이 발생하여 현차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긴 배관계를 수정하여 KS R

9144에 의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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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oken Part Fig. 4 Original Piping Fig. 5 Modified Piping

3.2 배관계의 실험적 모드해석

본 연구에서는 Fig. 4에 보는 바와 같은 원래의 배관을 Fig. 5에 보는 바와 같은 향상으로 변경하여

진동에 의한 파손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해머와 가속도계 및 신호

분석기를 이용하여 배관계에 대한 실험적 모드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3의 파손부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배관계의 파손은 상하방향의 진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하방향의 주파수응답함수를 이용하여 원래의 배관과 수정된 배관 사이의 진동전

달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수정된 배관계가 KS R 9144의 진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지를

판단하였다. 가속도계는 배관의 중앙 상부에 부착하였으며, 충격해머는 상하방향으로 3지점을 가진하여

각각에 대한 주파수응답함수를 비교하였다.

Experimental 

Modal Analysis

Test Method  Natural Frequency by Impact Hammer(x, y, z-Axis)

Test Condition
 Frequency Range 0~200㎐

 Δf = 0.25㎐

Test Equipment

 Impact hammer(Force Transducer, Amplifier, Rubber Tip)

 Accelerometer(Amplifier)

 Signal Analyzer(data acquisition)

Table 4. Preparation for Modal Analysis

Fig. 6∼8은 원래의 배관과 수정된 배관에 대해 동일한 지점에서의 주파수응답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들로부터 1∼30 Hz 주파수 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약 9 Hz 에 해당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원래의 배관계가 진동내구성시험에서 파손이 발생된 것도 이 부근의 주파수이다. 한

편, 이 그림들로부터 원래의 배관계의 주파수응답함수와 수정된 배관계의 주파수응답함수를 비교해 보

면 약 9Hz 에 해당되는 주파수에서 수정된 배관계의 주파수응답함수의 크기가 원래의 배관계에 비하여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정된 배관계는 KS R 9144에 의한 진동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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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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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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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F-3

578



3.3 정상작동 시의 배관의 진동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정된 배관계는 원래의 배관계에 비해 주파수응답함수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9 Hz 근방에서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압축기의 정상작동 시 원

래 배관계로 이루어진 냉방기와 수정된 배관계로 이루어진 냉방기의 배관계 상하진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Fig. 9와 같다. 결국 문제가 된 9 Hz 근방의 진동수준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철도차량에 탑재되는 냉방기의 부품진동 시험 시 배관계의 진동에 의한 파손현상을 해결하

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험적 모드해석에 의한 방법으로 배관계에 대한 동특성을 주

파수응답함수를 이용하여 파악하였으며, 원래의 배관계와 수정된 배관계의 주파수응답함수를 비교함으

로써 배관계의 수정에 의해 배관 자체의 진동을 저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수정된 배관계

는 KS R 9144의 기준을 통과하여 철도차량 현차에 탑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에

서 수행된 실험적 모드해석 방법은 철도차량 부품의 진동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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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ertical Vibration Level of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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