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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친환경, 전동화의 확대 및 전자화가 보

편화 되면서 자동차용 모터 적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편의사양에서 엔진, 파워트레인등 

내환경성 및 신뢰성 등의 요구가 높은 어플리케이션

에 적용됨에 따라 모터의 동특성 및 안정성 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용 전자식 커플

링 모터가 적용된 시스템은 외부의 환경에 노출 되

었어 운행 중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

터이며 진동 특성에 대한 강건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전자식 커플링 모터를 

대상으로 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모터의 고유

진동수 및 모드 형상에 대한 분석과 볼 베어링 해석

을 통해 강성, 접촉각을 구해 해석에 반영하였으며, 

모드 실험을 모터 정지중 및 각 회전속도별 회전체

에 대해 Impact에 의한 가진 실험을 통해 대상 모터

의 회전중 가진원 및 가진원과 고유진동수와의 공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모터의 유한요소 해석
모터의 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모드 해석을 진

행하였다. 대상 모터는 30여개의 부품으로 조립 되

어있어, 해석의 용이성과 정확성을 위해 형상을 단

† 교신저자 ; 지현규, 계양전기(주) 전장 연구소
E-mail : hyun@keyang.co.kr
Tel : 041-580-0553, Fax : 041-580-0567

* 공동저자1의 소속 :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과 대학원
** 공동저자2의 소속 : 계양전기(주) 전장 연구소

순화 시켰으며, 중량, 재질, 밀도 등의 해석 조건을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각 부품간 또는 각 어

셈블리간 경계조건역시 실물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회전체인 아마추어 어셈블리와 양단의 베어링의 경

계조건은 내륜 압입, 외륜은 슬립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켰으며, 고정체부간의 경계조건 역시 면구속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Ta ble 1 Mod e sha pe results

Mode Shape 1,2 Mode Shape 3

Mode Shape 4.5 Mode Shape 6

유한요소 해석결과 Mode 1,2 는 더미(dummy)의 Y, 

X 방향의 밴딩 모드로서 대칭성으로 1차와 2차 고

유 진동수 값이 동일하게 나왔다. Mode 3은 축 방

향에 대한 병진운동 모드이 해석되었다. Mode 4, 5

는 축의 Y, X 방향으로의 1 st Shaft 밴딩 모드이며, 

Mode 6은 축의 비틀림 모드이다. 해석 모터의 주도

적인 모드는 1차, 2차 Dummy의 밴딩 모드와 3차 

축방향 병진 모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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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드 실험 및 결과
모터의 정지 및 회전중 고유진동수와 가진주파수

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장비를 구성하였

으며, 구성품은 Lase Doppler Vibrometer, Signal 

Analyzer, Impact Hammer, 마이크로 스테이지, 

Power supply, 모터 장착용 JIG로 구성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 up for modal testing

   

Fig. 2 Excitation point and Measurement point

Table 2 Motor mode test results

Mode
Simulation 
Freq. [Hz]

Experiment
Freq. [Hz]

Error
[%]

1 290 299 3.0
2 291 299 2.7
3 338 336 0.6
4 430 - -
5 482 447 7.8
6 576 563 2.3

첫째 모터의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모드 실험결과

는 5차를 제외하면 3% 이내로 오차가 적었으며,4차 

Mode는Y 1 st Shaft 밴딩 모드로 미세성분으로 나

타나지 않앗다.      

 

Fig. 3 analysis of waterfall power strum

   둘째 모터 회전중 가진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

터 회전중 자체 진동에 의한 Power spectrum을 구

하여, Waterfall 선도를 작성하였고, 가진 주파수의 

Peak를 연결 하였을 때, 베어링의 내륜 결함 및 코

깅토크의 결함주파수와 회전속도별 주파수 결과 값

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모터 분해후 볼 베어링에 

대해 현품 조사 결사, 가진원 분석과 동일한 내륜 

불량을 확인했다.

Fig. 4 Enhanced Campbell diagram

셋째 모터 회전중 Impact에 의한 주파수 응답함

수의 결과를 각 회전속도별 구하여, 고유진동수와의 

공진에 의한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Enhanced 

Campbell Diagram 작도하였다. 1, 2차 더미의 밴딩 

모드인 299Hz는 회전중 주도적 모드로서, 가진 주

파수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을 때 공진이 없는 것으

로 판단되며, 6차모드인 비틀림 모드가 약한 모드로 

관찰이 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모터의 초기 설계 단계부

터 진동특성에 대해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가진 주

파수와 고유진동수와의 공진 회피를 사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는 프로세스를 실무에 적용 할 수 있으며, 향후 

저 진동, 고성능 모터의 개발기술을 한 단계 높여, 

경쟁력 있는 모터를 만드는 것을 향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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