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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산업기술은 고유가와 배기가스 규제

로 인하여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한 가변기통 엔진

기술개발 및 일반 소비자들의 성능에 대한NVH

높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수동형

마운트에서 능동형 마운트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변기통 엔진의 경우 비대칭. ,

엔진 롤 거동에 따른 과도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능동형 마운트를 통한 제진성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능동형 마운트는 파워트레인의.

거동에 따라 동위상 혹은 역위상 거동을 통하여 차

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NVH ,

내구성능은 적용차량의 실제 거동의 측정데이터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국내 가변기통 엔진차량에 적용된 능3,800cc

동형 마운트에 대한 도로 하중 데이터 기반의 가진-

프로파일 생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능동,

형 마운트의 작동내구 평가에 활용해 보고자 한다.

대상차량 실차주행 평가2. RLD

평가 주행경로 선정2.1 RLD
차량의 대상부품에 대한 작동내구 평가에 활용되

는 도로 하중 데이터의 측정은 일반적으로 일반 운-

전자의 차량 운행조건에 따른 동적 데이터 획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토.

해양통계연보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서 도출되어

진 표준 도로주행 구간을 적용하여 도로 하중 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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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평가를 수행하였다 은 본 연구에 적. Table 1

용되어진 실차주행 구간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 Driving route for RLDA

Road RLDA Route
Driving
Distance

Expressway Kyungbu, Youngdong etc 391km

City Road
Seoul, Daejeon, Seongnam,

Chunan etc
1,052km

National &
Local Road

Chungbuk, Kyungbuk,
Gangwon etc

543km

Unpaved Road Daejeon 14

Total Driving Distance 2,000km

계측시스템 구성 및 실차 주행평가2.2 RLD
능동형 마운트에 대한 도로 하중 데이터를 측정-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측정 항목은 마운트에 인

가되는 마운트 하중이며 이외에 능동형 마운트가,

작동되는 주파수 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능동형.

마운트는 가변기통 엔진 작동 시에만 동작이 이루어

지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제어신호와 능동형 마,

운트에 인가되는 전류신호를 측정함으로써 마운트,

동작상태를 검출할 수 있게 된다.

Table 2 Sensor configuration for RLD measurement

Photo
Measurement

Position
Photo

Measurement
Position

the top of
front roll
mount
(load)

the top of
rear roll

mount (load)

active mount
electric cable
(current)

engine ECU
(RPM &

engine control
signal)

능동형 마운트 가진 프로파일 생성3.

도로 하중 가진 프로파일 구성 프로세스3.1 -
본 연구에서는 능동형 마운트의 작동내구용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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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생성을 위하여 피크 카운팅 방(peak counting)

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되어진 도로하중 데이터를, -

기반으로 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도로하중 가진 프4 -

로파일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측정 신호 중. ,

능동형 마운트 작동내구 구동조건에 필요한 신호만

을 추출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는 피크 카운팅을 적,

용하기 위한 경계조건의 설정 및 피크 카운팅에 의

한 빈도수 분석이다 은 서울시내 도로 주행. Fig. 1

에 따라 분석되어진 결과 값을 도시한 것이다.

(a) Peak counting result of mount load

(b) Peak counting result of RPM

Fig. 1 Result of peak counting for seoul city road

Fig. 2 Process for weighting value of peak counting

세 번째 단계는 피크 카운팅 분석결과를 이용하

여 각 도로주행 모드별 차까지의 최대 빈도수를3

추출하여 각각의 빈도수에 대한 놈 을 계산한(norm)

후 이를 다시 각 값에 대한 방향 코사인을 계산하,

여 내적시킴으로써 차 빈도수까지의 가중치가 적, 3

용된 대표 모드를 추출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하중. , -

데이터의 측정이 분마다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는30

방식이 적용된 바 하나의 도로주행에 다수의 데이,

터 파일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 결과파일에 대한 대표 모드 추출을 수행 한

후 이를 다시 도로별 저장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함으로써 최종적인 도로별 능

동형 마운트의 예압하중 진폭하중 구동 주파수 작, , ,

동시간 및 작동전류의 대표모드를 선정하게 된다.

는 피크 카운팅을 통한 고속도로 주행 대표Fig. 2

작동전류 값의 추출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주행거리를2,000km

만 등가 주행거리로의 상사를 위하여 주행 도16 km ,

로별 대표모드에 따른 능동형 마운트 구동 사이클

계산 및 인가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는 발열현상의 가

속모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작동모드에 대한 가진

프로파일을 구성하는 것이다.

능동형 마운트 가진 프로파일 구성3.2
일반적인 하이드로 마운트 등의 작동내구 평가는

단일 하중인가와 단일 주파수 가진에 의한 수동형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능동형 마운트는 차량의 주행,

상태에 따라 서로 상이한 작동 특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네 가지 단계의 프로세스를 통

하여 과 같은 최종적인 능동형 마운트 작동Table 3

내구용 프로파일을 추출할 수 있었다.

Table 3 Result of exciting profile for durability test

Road Pre-load
Amplitude
of load

Operating
frequency

Operating
current

Expressway 1,127N ±277N 48Hz

3.4ALocal road 1,091N ±335N 34Hz

City road 1,154V ±350N 3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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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능동형 마운트의 작동내구 평가용

가진 프로파일 생성을 위하여 실운전자 주행조건의

도로하중 데이터에 기반하여 피크 카운팅 및 빈도-

수 가중 분석을 통하여 가진 프로파일을 구성하였

다 향후 외부가진과 능동형 마운트 내부 구동기의. ,

동위상 가진법을 보완연구하여 최종적인 능동형 마

운트의 작동내구 평가를 수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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