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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예전 농기계의 주안점은 기계적인 성능 예를들어 잔고장

없이 지속적인 작업을 얼마나 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맞추

어져 있었으나 현재는 기계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장시간 

사용하는 작업자의 편의성을 목표로 설계 개발되어지고 있

다. 특히 농기계는 운전자가 타고 다닐 뿐 아니라 농기계 

자체에 작업기를 부착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엔진의 최고 

rpm 영역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의 작업 시 엔진의 최대

부하를 사용하며 작업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농기계를 선택하는 조건으로 위에 언급한 기계적인 특성이 

안정적일 경우는 보다 편안하고 보다 작업환경이 좋은 제

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농기계에서 소음과 진동이 차지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승용형 모워(잔디깍이)를 가지고 운전자의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소음과 핸들의 진동, 

시트의 진동, 발위치에서의 진동을 측정하고 문제가 되는 

rpm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전달경로를 파악하고 이

를  개선하기 위하여 TPA(Transfer Path Analysis)기법을 

통하여 시험에 사용된 승용형 모어에서 파악한 인자 중 어

떤 인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지 분석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본  론

2.1 시험셋업

  승용형 모어에서의 운전자가 느끼는 소음진동

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파트로 운전자의 귀위

치에서의 소음과 STRG WHL, Seat 그리고 

Floor에서의 진동을 Target으로 잡았으며 그 위

치는 Fig 1과 같다.

(a) Driver Ear (b) STRG WHL

(c) Floor (d) Seat

Fig.1 Target responses

 승용형 모어에서 Target response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Air-bone part에서 가장 기본적인 엔진룸과 intake 그리

고 exhaust 파트를 잡았으며 structure-bone part는 모

어에서 나올수 있는 source 중 Eng MTG. 와 Mission 그

리고 주행중이 기준이므로 Tire로부터 나타내었으며 아래의 

Fig 2는 센서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a) Air borne parts (b) Mission

(c) Eng MTG. (d) Tire parts

Fig.2 Transfer path 

 승용형 모어엔진의 작동영역인 1400-2800 rpm 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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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관심 주파수는 기초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6000 Hz 까지로 잡았다. 

2.2 TPA Synthesis

 측정결과를 가지로 각위치에서의 Time 데이터와 각각의 

전달함수를 연결하여 Fig 3과 구성하였다.

Fig.3 TPA Synthesis

Eng MTG에서 각각의 위치와 Mission과 차대의 연결부위 

가각의 Tire, Eng Room, Intake, Exhaust에서 Target으

로 연결 후 아래 Fig.4~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4 TPA result of Driver ear 

Fig.5 TPA result of STRG WHL 

Fig.6 TPA result of seat

Fig.7 TPA result of floor

3. 결  론

 위에서 본 승용형 모어의 TPA 결과에서 1700 rpm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Eng. MTG 

4곳이 전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그중 FRT LH 

MTG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위치에서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운전자 귀위치에서는 Eng. MTG 모든곳과 Eng. 

room, Intake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침을 알수 있다.

 2. STRG WHL 에서는 Eng. MTG가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중 FRT LH MTG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나머지 인자의 영향은 작은것을 알 수 있다.

 3. Seat에서는 Eng. MTG와 Tire RR RH 부분의 

영향이 큰 것을 볼수 있으며 Mission파트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4. Floor에서는 Eng. MTG가 영향을 끼치며 생각외

로 Eng. room, Intake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데 Eng. room에서의 판넬의 진동이 연결된 floor의 

진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승용형 모어는 Eng. MTG 부쉬가 적용안된 모

델로 부쉬 적용 시 큰 개선 효과가 나타 날 것으로 

보이며 추후 Eng. MTG 적용 후 비교 시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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