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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the rolling stock has been designed and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purchaser. The requirements of the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are call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ISO, UIC, TSI etc.) and are demanded based on the special conditions for the regional regul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for operating condition in detail. 
In this paper, the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in the train at stationary condition has been investigated 
and the design parameter of the cooling fan to control the noise and vibration performance has been 
examined. 

1. 서론

  일반적으로 철도차량은 운용처의 요구사양에 맞추어 제작되며, 차량 성능 요구 조건중에 차량의 소

음과 진동 성능에 대한 요구사양은 일반적으로 국제규격인 ISO, IEC, TSI등을 인용하지만, 세부적으로

는 차량의 운용환경 및 각 나라의 안전 및 환경 법규, 기존 철도시스템의 체계 및 지역적, 국민적 특

성등이 고려된 요구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차량 설계시에 개별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수출용으로 제작된 차량중, 운용처의 환경 특성 및 설계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견인전동기의 강제 냉각을 위해 송풍기가 적용된 전동차에서 차량의 정차중 소음과 진동사양을 만족하

기 위한 소음 및 진동 저감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견인전동기의 강제 냉각용 송풍기가 적용된 

전동차에서 실외 및 실내의 소음과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인자들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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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문

2.1 요구사양 및 송풍기 설계적 특성

  본 연구의 전동차은 운용처의 요구사양에 정차중 실내 및 실외 소음과 진동 사양이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중, 저속 전동차에 적용되는 견인전동기는 에너지효율과 설치공간 및 유지보수적 장점으로 

회전자 축에 직접 냉각용 송풍기가 부착된 자냉방식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전동차량에서는 궤간이 협

궤이고, 레일 크로싱 부위의 가이드 레일이 타 운영처 궤도 보다 높은 경우로, 이로 인한 차량 하부기

기 한계치 또한 높이 제작되어야 했다. 즉, 견인전동기와 드라이빙기어 크기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개념설계 초기 소형화 된 드리이빙 기어를 검토했으나, 본 차량의 경우 납기 기한 관계로 새

로운 드리이빙 기어의 설계제작이 어려워, 견인전동기 크기를 줄 일수 있는 냉각용 송풍기가 설치되는 

강제냉각 방식의 견인전동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의 저감방안은 소음원과 진동원의 크기를 적게 되도록 하는 경우와 발생한 소

음과 진동이 청자 또는 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소음과 진동 전파 경로에서 이를 절연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운영처의 정차중 소음 및 진동사양을 고려할 때, 견인전동기의 냉각용 송풍기의 소음원과 진동원을 

낮추기 위해서 송풍기의 회전속도를 차량 속도에 따라 가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견인전동기 

크기의 소형화에 따른 최소 냉각용량의 필요성과 송풍기 회전속도 조절용 인버터 구동 시스템 적용에 

따른 유지보수 문제등으로 송풍기는 최대 풍량의 회전속도에서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 

표 1은 견인전동기 냉각용 송풍기의 사양을 나타낸 것이며, 정차중 소음, 진동 사양을 만족하기 위하여 

적용한 소음 및 진동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검토하였다. 

표 1 견인전동기 냉각용 송풍기의 사양

항목 설계사양

풍량(Air volume) 25m3/min

정압(Static pressure) 270mmAq

구동 Motor 2-Pole induction motor

Fan 회전속도 2800rpm

2.2 송풍기 Fan의 소음저감 방안

   초기 제작된 송풍기의 소음파워레벨은 차량의 정차중 외부소음을 만족하기 위한 송풍기 소음사양 

대비하여 약 10dB가 높게 나왔다. 이에 단품의 송풍기 소음을 만족하기 위하여 흡입구 측에 소음기 

장착을 검토하였으며, 적정유량 및 중량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1과 같이 제작되었다. 그림 1에

서와 같이 소음기는 음파의 진행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주는 역류형 소음 제어 형태를 적용했으며, 흡

입구 벽면에 흡음제를 취부하여 삽입손실이 증대 되도록 고려되었다. 

그림 2는 정확한 차량의 정차중 외부소음 시뮬레이션을 위해 ISO 3744에 따라 흡입측 소음파워를 측

정하는 방법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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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는 초기 제작된 송풍기와 최종 수정된 송풍기의 소음파워의 측정치를 비교한 것으로, 소음

기가 적용된 송풍기가 약 10dB 저감되어 단품별 소음요구수준을 만족하였고, 차량의 정차중 외부소음

도 사양을 만족할 수 있었다.   

        

그림 1 Silencer 도면 및 적용 사진

그림 2 ISO 3744를 이용한 Fan의 Sound Power 측정방법

그림 3 단품에서의 Silencer 적용 전후의 실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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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송풍기의 진동저감 방안

 초도 편성 완성후 견인전동기 냉각용 송풍기 기동시, 정차중 차량 실내에 과다한 진동발생과 이로 인

한 구조기인 소음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에 실내의 진동 및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진동원인 송풍기 

Fan의 평형잡이와 송풍기와 차체사이의 진동절연 마운트를 개선하게 되었다. 

2.3.1 송풍기 Fan 평형잡이(Balancing)

초기 송풍기 Fan의 평형잡이 등급은 ISO 1940-1에 따라 일반 산업용의 송풍기 및 펌프에 적용되는 

Q6.3이었으나, Fan의 회전체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한단계 위의 Q2.5등급을 적용하여 재 평형잡이를 

적용하였다.  아래 식 (1)은 허용잔류 불평형을 계산하는 식이다.   

                                (1)

여기서, 

  : 허용잔류 불평형(㎛ or g mm/kg)

                               : 허용 진동레벨 (mm/s)

          : 회전각속도 (rad/s)

       

송풍기 Fan의 운전 회전속도 2800rpm 일 때, Q6.3과 Q2.5의 허용잔류 불평형은 각각 22㎛(=6.3/293)와 

9㎛ (=2.5/293)를 적용하였다. 

2.3.2 진동절연 마운트 설치

  송풍기 Fan에서 발생된 진동의 차체로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풍기 자체 연결부위의 진동 

절연마운트를 개선하였다. 식 (2)는 송풍기의 발생 진동과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전달률

(Transmissibility)을 나타낸 것이다.

  

   
 
 

                            (2)

여기서

 : 진동비(frequency ratio :  )

  : 감쇠비(damping ratio)

 그림 4는 송풍기 발생진동 주파수  와 송풍기 시스템의 고유진동수 의 비(ratio)에 따른 진동전

달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송풍기에서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의 진동절연율이 93%이상 되도록 다음과 같

이 마운트를 설계하였다. 그림 4의 Y축 좌표에서 진동전달률 0.07 해당하는  X축 진동비 가 약 

4.2이 되도록 마운트의 성능을 선정하였다. 

그림 5는 송풍기에 적용된 탄성고무의 파단 경우도 안전성이 확보되는 Megicone형식의 마운트와 4개 

마운트 지지점 및 진동 절연률을 고려한 마운트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개선된 진동 절연마운트를 설치

후 실내는 저진동과 저소음으로 사양만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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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진동수비에 대한 전달률

그림 5 진동절연 마운트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 운용처의 환경 특성 및 설계적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견인전동기의 강제 냉각을 

위해 송풍기가 적용된 전동차에서 차량의 정차중 소음과 진동사양을 만족하기 위한 소음 및 진동 저감

방안을 검토하였다. 정차중 실외소음사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송풍기의 소음 저감을 위하여 

Silencer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실내 진동 및 소음에 영향을 주는 송풍기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송풍기 Fan의 평형잡이와 진동절연률 93%이상인 진동절연 마운트를 설계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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