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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의 연비 및 동력 성능의 향상을 위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고 저중속 영역에서의 토크를 증대하

는 방향으로 엔진이 개발되는 추세이다. 연비의 극

대화를 위해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의 경우에는 엔

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직결시켜 전달하는 직결영역

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엔진 다운사이징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토크 변동

량이 커지며, 직결에 의한 동력 전달은 필연적으로 

차량의 NVH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엔진 다운사이징 및 직결의 확대 사

용 시 필요한 NVH 대책들을 연구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NVH, 연비 및 운전성을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였다. 

2. 엔진 다운사이징 대책 

2.1 기존 방안 고찰 

엔진 다운사이징 및 저중속 영역의 토크를 증대하

기 위해 GDI 및 터보 기술이 주로 적용된다. 이 경

우 엔진 토크 변동량이 크게는 2~3배까지 증대된

다. 증대된 토크 변동량에 대한 기존의 대책은 구동

계의 관성을 키우거나 토크컨버터의 토션 댐퍼를 

저강성화하기 위해 댐퍼 작동각을 늘리는 방법이다. 

엔진 플라이휠의 관성을 증대할 경우 증대량에 비

례하여 토크 변동량이 줄어들게 된다.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토크 변동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플라

이휠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스프링 댐퍼를 추가한 

DMF (Dual Mass Flywheel) 가 중대형 차량 이상

에서 일반적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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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능동적인 방안 

슈퍼 차져 엔진, CDA (Cylinder Deactivation) 엔

진 등과 같이 성능과 연비중심의 엔진 개발이 점차 

증대되면서 기존의 방안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그 실효성이 검증되어 상용화 되고 있는 대응 방안

이 펜듈럼의 원리를 이용하여 진동을 흡수하는 

CPA (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기술이다. 

CPA는 클러치, 토크컨버터, DMF 등과 일체형으로 

사용된다. 다른 방안은 능동적인 제어기를 통하여 

진동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모터를 활용한 역위상 제어로 엔진의 진동을 흡수

하고 있다. 일반 엔진의 경우에도 진동을 능동적으

로 흡수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2.3 성능 간의 융합 

 엔진 다운사이징 및 저속 토크의 증대는 연비의 

향상과 실용영역에서 운전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다. NVH의 대책은 이러한 목적과 역행하는 방향으

로 수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NVH의 대책은 

연비 및 운전성과 조화로운 융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엔진 제어 및 관련 시스템의 최적화와 강건

화 개발이 필수적이다. 엔진 제어는 짧은 시간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개선의 

한계가 있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3. 결  론 

연비 및 동력성능 향상이 목적인 엔진 다운사이징 

및 저중속 토크 증대는 엔진토크 변동량을 크게 증

대시켜 NVH 특성을 악화시킨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구동 부품의 관성 증대 및 강성 저감 등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외에 능동적으로 토크 변동량을 흡

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NVH 및 관련 성능

들간의 조화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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