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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recent quantum leaps forward in bio-, nano-, and information-technologies (BT, NT and IT), the

precisionization and miniaturiza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components are in high demand. In particular, the IT-

related equipments that take a great part in our domestic industry are in the area requiring high precision technologies.

As a consequence, the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vibration isolation systems that diminish external disturbance or

internal vibration are highly required. Among the components comprising the vibration isolation system, air spring has

become on a focal point for the researchers due to its merits. This air spring is able to support heavy loads, keep a low

natural frequency despite of having a lower value of stiffness, and control the performance of vibration isolation. However,

sometimes the sole use of air spring is in demand due to some economic reason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damping

effect of sole air spring may not enough to reduce sufficient amount of vibration. In this study, the air spring mount system

connecting with an external chamber is proposed to increase or control the damping effect. To investigate its damping

mechanism, the thermal and dynamic behaviors of the system is examined through a theoretical modeling approach in

this part of research. In this approach, thermomechanical and Helmholtz resonator type models are to be employed for

the air spring/external chambers and connecting tube system, respectively.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FRFs)

derived from the modeling effort are evaluated with physical parametric values and the effects of connecting tube length

on these FRFs are ident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Key Words : Air spring, external chamber, thermal and dynamic modeling, damping effect, complex stiffness, Helmholtz

resonator, frequency response function

1. 서 론

최근 산업체에서 반도체 부품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

는 기술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박막 증착, 화학적 식

각 및 기계화학적 연마 (CMP) 등과 같은 고정도 공정

기술의 발전이 크게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자연

적인 결과로 실제 산업체 현장에서는 반도체 공정 중

마이크로 크랙 (Micro-crack), 배선 불일치 (Misalign-

ment) 및 단선/단락 등을 포함하는 많은 결함들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함들은 부품 자체의 결

함뿐 아니라, IC (Integrate circuit), LSI (Large scale

integration) 등 반도체 회로 및 이들을 포함하는 LCD

패널 (Liquid crystal display panel) 등의 최종 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

이는 LCD 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른 결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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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제조공정 후 패널의 표면결함과 배선의 단선/단

락 등에 대한 검사공정이 필수적인 공정으로 인식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전자부품의 소형화에 따른 IC 및

LCD 피치의 크기 역시 마이크로미터 규모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접합공정 시 이들 부품의 신뢰성의 확

보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다[2].

최근 COG (Chip On Glass) 접합공정은 공정의 간

소함과 이에 따른 비용의 절감으로 인해 17인치 이하

중간 크기의 LCD 패널을 접합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대

안으로 유관 학계 및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COG 접합

공정의 몇 가지 기술적 난제에 의해 이의 발전이 제한

받고 있다. 이들 기술적 어려움 중 특히 ACF(Anisotro-

pic conductive film) 내 도전볼(Conductive particles)의

압착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단선이나 TAB (Tape auto-

mated bonding) 공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고온 고압에

의한 패널 표면의 마이크로 크랙과 같은 결함들은 현

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다. 게다가,

LCD 패널의 최종 수율은 제조공정 중 정확히 이들 결

함들을 발견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LCD 패널에

존재하는 수 백만 개의 전기단자 중 어느 하나의 단선

만 일어나도 전체 픽셀 어레이 (Pixel array)의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제조공정 중에 이러한 결함의 존재유

무를 판별하고 이에 따른 후속 공정수행에 대한 적절

한 판단 여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이

러한 이유로 현재 LCD 패널의 제조공정의 각 공정 전/

후로 상기 결함에 대한 검사공정의 추가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검사공정은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초정밀

계측분야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공정 중 허용 진동 규

제치 또한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정밀 공정 장비에는 고성능의 방진(제진)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상기 검사공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방진대 상의 검

사기의 개략도이다. 이 시스템은 선형 스테이지에 의해

그림의 좌우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 대상

이 되는 LCD 패널은 중앙의 스테이지 (Stage)에 고정

되어 검사 대상부위를 광학검사기에 정확히 위치시킬

수 있도록 이송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방진 시스템은 크게 수동적 진동절연 시스템(Pass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과 능동적 진동절연 시스템

(Active Vibration Isolation System)으로 나눌 수 있다

[4]. 수동적 진동절연 시스템은 수동적 제진 시스템을

이용한 방진 대책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방법으로서 대

표적으로 스프링과 댐퍼 (Damper)로 이루어진 시스템

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본 검사 시스템에서는 고유

진동수가 낮고 내압에 따른 강성의 변화가 작기 때문

에 방진 효과가 뛰어나며 경제성, 내구성이 우수해 1차

진동절연 마운트 (Mount)로 널리 쓰이는 에어 스프링

을 이용한 수동적 방진장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공기 스프링 (Air-spring 또는 Pneumatic

spring) 마운트는 레벨링 밸브 (Leveling valve)를 장착

하는 경우 비교적 충분한 감쇠가 이루어 질 수 있으나

환경 및 경제적인 이유로 공기 스프링이 단독으로 사

용되는 경우 비교적 작은 감쇠효과로 인해 검사기 운

동에 의한 과도한 진동이 유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공기 스프링의

감쇠효과를 증가시키거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 챔버를 공기 스프링에 연성 튜브를 이용하여 연

결하고 이 시스템의 감쇠특성의 변동 메커니즘을 이론

해석 및 실험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공기 스프링은 시스템의 진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방진 성능을 내기 위

해서는 공기 스프링의 진동 특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본 공기 스프링의 열역학적 모델은

Shearer의 해석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6].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기 스프링 (Fig. 2 (a)와 (b)

참조)은 내압에 대한 체적의 변화가 있는 반면에

Shearer를 포함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체적이 고정된

공압 마운트에 대한 것으로 구조 및 동역학적으로 매

우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체적이 변화하는 공기 스프

링의 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Shearer는 챔버와 모세관 (Capillary tube)에서의 공

기 흐름에 대해서 열역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이중 챔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a fault inspection machine

on a vibration isolating system (ANI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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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형 공압 마운트에 대한 비선형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는 모세관 내의 온도 변화를 실험적으로 측정하였는

데, 그 변화는 정적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의 온도에 대

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모

델은 설계나 제어 목적으로 다루기에는 수학적으로 난

해한 단점이 있다.

Harris와 Crede[7]와 DeBra[8]는 공압 마운트의 강성

을 열역학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공압에 의한 강성을

모사하였다. 이들은 피스톤의 움직임을 아주 작게 가정

하여 공압 마운트에 대한 선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들이 제시한 모델은 모세관에서의 유체의 속도

와 튜브 내 압력 구배 (Pressure gradient)의 효과를 고

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델과 실제 실험결과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Erin과 Wilson[9]은 기존 공압 마

운트의 모델링을 감쇠모델을 포함시켜 확장시켰다. 이

들은 공압 마운트를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다이아프램

(Diaphragm)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점성 감쇠

(Viscous-damper)와 이력 감쇠 (Hysteretic-damper)와

다이아프램의 강성을 추가하였으며 모델을 실험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J.-H. Lee와 K.-J. Kim[10]은 단일 챔버의 공압 마운

트 시스템과 이중 챔버형 공압 마운트 시스템의 감쇠

성능을 복소 동강성 계수를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이들은 복소 강성계수를 유도함에 있어 모세관 내 비

선형 공기 유동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중챔버형 공압

마운트는 그 특성 상 두 개의 챔버를 연결하는 오리피

스의 크기가 매우 작아 상기 동적 특성을 제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

공기 스프링과 외부 압력 챔버를 연결한 시스템에서

는 이러한 공기 스프링만의 단독 시스템과 확연히 다

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손

실계수의 값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최고점을 지난 후

다시 서서히 감소하여 공기 스프링만으로 이루어진 시

스템과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갖게 된다. 주파수가 높을

경우 시스템의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

정 영역의 저주파 대역에서는 감쇠 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두 개의 시

스템의 특성이 동일하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주파

수가 고주파 영역으로 갈수록 튜브를 통과하게 되는

공기의 파동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마치

하나의 챔버로 이루어진 시스템처럼 거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진 시스템에 공기 스프

링을 이중챔버로 구성하는 경우, 이론 및 실험적 수단

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동특성에 대한 동적 파라미터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기 스프링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고 방진특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델링 및 이론해석을 통해 상기 시

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응답함수들을

도출하며 이들을 이용하여 공기 스프링과 외부챔버를

연결하는 튜브의 길이에 따른 동특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하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전체 시스템의 동적

인 거동예측을 수행하고자 한다.

2. 모델링 및 이론해석

2.1. 공기 베어링의 열-기계적 모델링

공기 베어링의 열-기계적 연성특성을 구하기 위해

우선 다음 Fig. 3과 같은 실린더 시스템을 모델링하였

다[6]. 공기 스프링은 내부 압력과 부피에 따라 시스템

의 특성이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린

더 모델은 공기 스프링과 비교하여 부피에 대한 압력의

의존성을 없앤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식을 도출

할 수 있는 경우, 본 모델링은 공기 스프링으로 이루어

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9,10].

열-기계적 실린더에 대한 열역학적 관계식은 다음의

열역학 제 1법칙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11].

Fig. 2. Images of (a) air spring mounted on MTS (Mechanical

testing system) (b) cross-sectional figure of air spring

rubbe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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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시스템의 영역은 검사체적

(Control volume)의 영역과 동일하다. 따라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Control volume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여기서 eori는 오리피스 내 질량 mori가 가진 비에너지

(Specific energy)이다. 

또한 시스템의 열과 일에 대한 관계식을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 

(3b)

여기서 v는 비체적(Specific volume)을, ρ는 밀도를

나타낸다.

본 프로세스를 단열과정으로 가정하고 식(2), (3)을

(1)에 대입한 후, 비에너지(e)를 내부에너지(u)로 치환

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식을 얻을 수 있다. 

 (4)

상기 식(4)를 하첨자 t로 표시하는 공기 스프링 (또는

공압 실린더) 및 하첨자 b로 표시하는 외부 압력챔버

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의한다.

mcv= mt, ucv= ut, Px= Pcv= Pt,

(5)
, , 

이를 이용하면 식(4)는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6)

한편, 공압 실린더의 작동 유체인 공기를 이상기체

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게 된다.

, ht= CpTt, Tt= PtVt/(mtR) (7)

그러므로, 식 (6)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8)

또한 이상기체의 경우에 대한 비열과 기체상수의 관

계를 이용하면 식(8)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9)

또는 비열비 n을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식이 유도된다.

(10)

한편, 외부챔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변수를 정

의할 수 있다. 

mcv= mb, ucv= ub, Px= Pcv= Pb,

(11)
, , 

이 식들과 (10)을 이용하면 외부챔버의 질량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2)

또한 공기 베어링 (또는 실린더)와 외부챔버의 질량

유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3)

여기서 는 공기 베어링에서 외부챔버로 흐르는

공기의 질량 유량이며, Qt 및 Qb는 각각 이들에 공급

되는 공기 유량이다.

Esys)t ∆t+ Esys)t– δQsys δWsys–=

Esys)t Ecv)t= Esys)t ∆t+ Ecv)t ∆t+ e∆m( )ori–=

δQx P∆V( )x= δWsys δWori δWx+=

δWori P∆V( )ori– P∆m ρ⁄( )ori– Pv∆m( )ori–= = =

∂
∂t
---- mu( )cv PV

·( )x– m· u pv+( )[ ]ori+=

PV
·( )x– m· h( )ori+=

V
·
x V

·
cv V

·
t= = m· ori m· t1 m· t= = hori ht1 ht≈=

∂
∂t
---- mtut( ) PtV

·
t– m· tht+=

u CvTt=

Cv

R
-----

∂
∂t
---- PtVt( ) PtV

·
t– m· tCpTt+=

m· tCpTt CvP
·
tVt CpPtVt

·
+( ) R⁄=

m· t CvP
·
tVt CpPtV

·
t+( ) R⁄=

V
·
x V

·
cv V

·
b 0= = = m· ori m· b1 m· b= = hori hb1 hb≈=

m· b VbP
·
b nPTt( )⁄=

m· t m· tb– ρQt+= m· b m· tb ρQb+=

m· tb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thermo-mechanical

cylin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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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헬름홀츠 공명기 형(Helmholtz resonator-type)

튜브 시스템 모델링

상기 공기 베어링과 외부챔버는 유연한 튜브로 연결

되며 이 때 이 튜브를 통한 압력파동은 본 시스템의 동

특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 튜브

시스템의 동적 모델링을 위해 헬름홀츠 공명기의 원리

를 도입 하였다[12]. 

이상기체 외의 유체의 경우 단열과정은 보다 복잡하

다. 이러한 경우 실험적으로 압력과 밀도간의 등엔트로

피 관계식(Isentropic relation)을 구하는 것이 선호된다

[12]. 이 관계식은 Taylor 전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으며 그 변화량이 작을 경우 첫 번째 항 만

을 취해 선형화 시킬 수 있다.

(14)

압력파동과 밀도변화에 관한 선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5)

여기서 B = 는 단열 체적탄성률(Adiabatic

bulk modulus) 이며 s = 는 응축(Condensa-

tion)이다.

한편, 압력에 대한 파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

로 나타난다[12].

(16)

여기서 c는 열역학적 음속(the thermodynamic speed

of sound)이며 이는

(17)

과 같다. 식 (15)와 식(17)을 이용하여 압력의 파동성

분 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8)

유체가 단면적이 A인 관로를 통과하는 시스템의 경

우 응축 s는 식(19)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따라서 식

(18)은 식(2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9)

(20)

여기서 ∆V = Aξ이며 이 때 A는 유동의 단면적을, ξ는

유체변위를 의미한다.

공압 실린더와 고무 튜브로 외부 압력 챔버와 연결된

시스템의 경우 고무 튜브와 외부 압력 챔버에 한해서

Fig. 4와 같이 Helmholtz resonator-type의 시스템으로

모사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21a)

또는 (21b)

식(20)을 식(2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미분방정식

을 얻을 수 있다.

(22)

여기서 L*는 고무 튜브의 유효길이(Effective length)

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2].

(23)

튜브 내 유동 시 압력 강하에 의한 감쇠는 튜브 벽에

대한 마찰 저항과 밸브 등의 시스템 구성 요소에 의

한 부차적 손실(Minor Loss)을 생각할 수 있다. 튜브

벽에 의한 마찰 저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Darcy의 마

찰계수를 이용하였다[13]. Darcy의 마찰계수는 다음

과 같이 주어진다.

(24)

한편, 지름 d인 원관의 내부에서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를 가지는 층류인 경우 마찰계수는 다음과 같이

레이놀즈 수(Red) 만의 함수로 주어진다. 

P P0

∂P
∂ρ
------

ρ
0

ρ ρ0–( )+≈

P P0– p̃ B≈ ρ ρ0–( ) ρ0⁄ Bs= =

ρ0 ∂P ∂ρ⁄( )ρ
0

ρ ρ0–( ) ρ0⁄

∇2
p̃

1

c
2

----
∂2p̃

∂t2
--------=

c B ρ0⁄=

p̃

p̃ ρ0c
2
s=

s ρ ρ0–( ) ρ0⁄ ∆ρ ρ0⁄ ∆V V⁄– Aξ V⁄= = = =

p̃ ρ0c
2
Aξ V⁄=

p̃i p̃
0

–( )A ∆ξ·– ρ0AL
*
ξ
··

=

ρ0AL
*
ξ
··

Dξ
·

p̃
0
A+ + p̃iA=

ρ0AL
*
ξ
··

Dξ
·

p̃
0
A+ + p̃iA=

L
*

L0 1.7 A π⁄  for flanged+

L0 1.5 A π⁄  for unflanged+⎩
⎨
⎧

=

f 2d ∆P L⋅( ) ρ0LV
2( )⁄=

Fig. 4. A schematic diagram of the Helmholtz resonator-

type model of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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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밸브 (Valve), 엘보우 (Elbow) 등에 의한 부차적 손실

은 손실계수 K를 도입하여 표현할 수 있다. 부차적

손실계수 K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13].

(26)

여기서 hm은 부차적 손실로 발생하는 수두손실이며

g는 중력가속도이다. 따라서 Darcy의 마찰계수와 부

차적 손실을 고려한 튜브 내 유동에서의 압력 강하는

식(24)-(26)으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7)

or 

여기서 µ는 공기의 점성계수이다.

한편, Q = , A∆P = 이므로 헬름홀츠 공명기

형 튜브 시스템에서의 감쇠상수 D는 식(27)로부터 다

음과 구할 수 있다.

(28)

2.3. 열-기계적 시스템과 헬름홀츠 공명기형 튜브 시

스템의 결합 

외부에서 각 챔버로 공급되는 유량이 없다고 가정하

면(Qt=Qb=0), 식(12)와 (13)2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얻

을 수 있다.

(29)

한편, 이므로 이고 따라서 식(29)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0)

또한 이므로 식(30)은 다시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1)

마찬가지로, 라 하면 식(20)과 (13)1을 이

용하여 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2)

여기서 이다.

한편, 식(20)과 (30)에 의하여 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33)

식(21)과 (33)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튜브 내 유체

변위에 대한 다음의 미분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34)

한편, 식(20), (31), (32)로부터 튜브 내 유체속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유도된다.

(35)

식(35)는 튜브 내 유체속도와 공기 베어링의 체적변

화율을 관계 짓는 매우 유용한 식이나 공기 베어링의

구조-열역학적 연성해석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이의 내압에 따른 체적변화는 구하

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에 체적의 변화를 미리 규정

할 수 있는 공압 실린더의 경우, 식(35)의 관계를 이

용하여 튜브 내 유체속도를 비교적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체적 변화율을 알

수 있는 공압 실린더에 대해 유체속도에 대한 관계식

을 정리한 후, 이 결과를 확장시켜 공기 베어링에 적

용, 최종적으로 공기 베어링 시스템의 동특성을 구하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원통형 공압 실린더의 부피는

높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36)

여기에서 는 공압 실린더의 기하학적 조건에 따

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상기 식에 의하여 시간에 따

른 공압 실린더의 체적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7)

식(36)과 (37)을 식 (3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f 64 Red⁄=

hm KV
2

2g( )⁄=

∆P
ρ0V

2

2
-----------

fL

d
----- K+⎝ ⎠
⎛ ⎞ 128µL 2ρ0Vd

2
K+

πd
4

-----------------------------------------
⎝ ⎠
⎜ ⎟
⎛ ⎞

Q= =

Q
πd

4 ∆P⋅

128µL 2ρ0Vd
2
K+

-----------------------------------------=

Aξ
·

Dξ
·

D 8πµL πρ0Vd
2
K 8⁄+=

m· tb VbP
·
b nRTb( )⁄=

Pb Pb0 p̃b+= P
·
b p̃

·
b=

m· tb Vbp̃
·
b nRTb( )⁄=

cb nRTb=

m· tb Vbp̃
·
b cb

2⁄=

Pt Pt0 p̃t+=

m· tb

m· tb– Vtp̃
·
t nRTt( ) Pt0 p̃t+( )V· t+⁄ RTt( )⁄=

Vtp̃
·
t n Pt0 p̃t+( )V· t+[ ] ct

2⁄=

ct nRTt=

p̃b

p̃b ρ0cb
2
Aξ Vb⁄=

ξ
··

D ρ0AL
*⁄( )ξ· cb

2
A VbL

*⁄( )ξ+ + 1 ρ0L
*⁄(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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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t ct
2⁄(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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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다.

(38)

여기서 이기 때문에 식 (38)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9)

본 과정이 등온과정(Adiabatic process)이라고 가정

하면 이므로 식(39)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0)

or 

3. 방진 시스템의 동적 거동 예측을 위한

파수 응답함수

공압 실린더의 정상상태를 가정하는 경우, 식(34)와

(40)을 각각 주파수 변환하여 공기스프링의 변위에 대

한 동압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 식은 시스템의 감쇠상수 D를 제외하면 모두 실험

적으로 구할 수 있는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이 식으로부터 감쇠상수를 구할 수 있다.

한편, 공기 스프링의 경우, 식(21)과 (33)을 각각 라

플라스 변환한 후 이 두 식에서 튜브 내 유체변위 ξ를

소거시키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42)

상기 식을 이용하여 공기 스프링의 동압에 대한 외부

챔버의 동압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43)

이제 시스템의 감쇠상수 D를 알고 있는 경우, 공기

스프링과 외부챔버의 동압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

능하기 때문에 상기 식으로부터 공압 실린더로부터

구한 감쇠상수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한편, 공기 스프링 내 동압에 대한 튜브 내 유체변위

의 주파수 응답함수는 식(34)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4)

상기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면 공기 스프링의 변

위에 대한 이의 동적 부피변화를 구할 수 있다. 식

(35)에서 , 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선형화 시킬 수 있다.

(45)

한편, 식(45)의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 공기 스프링의

가진 변위에 대한 체적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46)

상기 식(46)과 (41), (44)을 이용하면 공기 스프링의

가진 변위에 따른 이의 동적 체적변화를 구할 수 있다.

4.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해석을 바탕으로 얻은 주파

수 응답함수들 (식 (14), (43) 및 (44))을 고찰함으로써

외부 챔버와 연성된 공기 스프링의 동적 특성을 예측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Table 1에 나타낸 인자들

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다음 Fig. 5는 공기 스프링의 상부 변위에 대한 스프

링 내부 압력의 주파수 응답함수 pt(jω)/Z(jω), 즉 동강

성 계수를 튜브의 등가 길이를 변화시키며 ( ,

Kl= 1~5) 도시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튜브의 등가 길이가 초기 3 m인 경우 주파수 응답

함수의 공진은 약 11 Hz에서 나타나지만 튜브의 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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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커질수록 공진 주파수는 저주파로 이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공진 피크의 크기는 점

차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튜브 내부의 감쇠효과

가 튜브의 길이에 비례하는 성질에 기인한다 (식 (28)

참조). 또한, 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동

강성 계수의 공진 주파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튜브의

길이를 늘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감쇠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구조물에 가진이 있는 경우 이

를 감쇠시키는 효과가 커지게 되나 반면에 외부진동을

차단하는 효과는 감소가 됨을 알 수 있다. 

Figs. 6 (a)와 (b)는 각각 공기 스프링 내부의 동압에

대한 외부 챔버의 동압의 주파수 응답함수와 튜브 내

유체변위의 주파수 응답함수 (pb( jω)/pt( jω)와 ξ( jω)/

pt( jω))를 튜브의 등가 길이를 변화시키며( ,

Kl= 1~5) 도시한 그림이다. 이 두 개의 주파수 응답함

수들은 매우 유사한 동특성을 보여주는 데 이는 주파

수 응답함수들의 동특성이 주로 공기 스프링의 동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튜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주파수 응답은 저주파로 이

동하고 있으며 Fig. 5의 특성과는 다르게 공진 피크는

비교적 완만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는 외부 챔버의 용

적이 공기 스프링의 용적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기 스

프링과 외부 챔버 및 이들을 연결하는 튜브가 포함된

전체 시스템의 동특성은 주로 공기 스프링의 변위에

l
*

Kll0
*

=

Table 1. Parameter values for computer simulations.

Symbol Title Value

ρ0 Density of air 3.744 kg/m3

µ Dynamic viscosity 1.79 × 10-5 Ns/m2

R Gas constant 286.9 J/kg·K

n Specific heat ratio 1.4

Pt0 Supplied pressure 3.039 × 105 Pa

Vt Volume of top chamber 2.1363 × 10-4 m3 

Vb

Volume of bottom 

chamber
0.0218 m3

l0
* Length of the tube 3 m

A
Cross section area of the 

tube
2.8274 × 10-5 m2

c Speed of sound 343 m/s

Volume change rate

of cylinder
1.2566 × 10-3 m2

κV
t

Fig. 5.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 Solid lines: real

components, dotted lines: imaginary components.

Fig. 6.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a) and (b). Solid

lines: real components, dotted lines: imaginary com-

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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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기 스프링의 강성의 변화는 중저주파 대역

(>3 Hz, <10 Hz)에서, 공기 스프링과 외부챔버 및 듀

브의 기하학적 조건은 초저주파 대역(>1 Hz)에서 지배

적인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파수 응답함수들

의 주된 공진 주파수의 상이점으로 인해 전체 시스템

의 응답은 이들 초저주파 대역과 중저주파 대역에서

결합되는 양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 스프링의 감쇠 성능을 향상 또

는 제어하기 위하여 공기 스프링을 외부챔버와 유연한

고무 튜브로 연결한 시스템을 제안하고 공기 스프링,

외부챔버 및 이들을 연결하는 튜브 시스템에 대한 열-

기계적 및 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공기 스프링은

부피의 변화율이 내부 압력의 변화율의 함수가 되며

또한 이 관계식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튜브를 포함하는 시스템에 대한 감쇠상수를 구하기 위

해 공기 스프링을 공압 실린더로 대체한 시스템에 대

한 다양한 주파수 응답함수 (상기 식(41)과 (43) 및

(44)참조)를 구하였다. 이 때 공압 실린더 시스템에 대

한 주파수 응답함수 중, 가진변위에 대한 베어링 내압

의 주파수 응답함수 (상기 식(41))를 이용하여 실험적

인 수단으로 감쇠상수를 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기지의 감쇠상수에 대해 공기 베어링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주파수 응답함수들을 모델링을 통해 구하

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기 베어링과 외부챔버가

유연한 튜브로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동적 특

성을 고찰하였다. 이들 주파수 응답함수들을 고찰해 보

면, 튜브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공진 주파수가 저주파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며 감쇠효과가 더 커지게 되어

시스템에 가진이 존재하는 경우는 양의 효과를, 외부

가진에 대한 감쇠효과에 대해서는 음의 효과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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