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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vibration test considers both harmonic vibration and random vibration, When developing 
the vehicle component. But the effect of harmonic vibration is larger in the parts around the vehicle 
engine, sole testing the harmonic vibration is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fatigue damage of the lin-
ear system fixed around the engine is analyzed when the effect of random vibration is higher, harsher 
than the normal road surface condition. In condition the vehicle speed and the engine RPM are sim-
ilar, the higher the harshness of the road surface condition is, the larger the fatigue damage level is. 
Therefore both random vibration and harmonic vibration must be considered in vibration test of com-
ponents around the engine. Proposing the sine on random(SOR) vibration test that can exam consider-
ing both of vibrations, harmonic and random.

1) 
1. 서  론

차량의 샤시나 엔진에 활용되는 부품의 경우 수

명 예측의 오류로 인해 차량 운행 중 파손이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일반적인 
차량 부품의 경우 20만km이상의 주행거리를 보장하
는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각 국가 별 운행자의 습성 및 도로 

노면 조건을 고려하여 주행 모드를 선정한 후 20만
km이상을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근래에 생산되는 
차량은 구성되는 부품만 수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

양하기 때문이 실질적으로 목표 수명을 보장하기 위

한 주행 시험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험하고자 하는 부품에서 차

량 주행 중 데이터를 측정하여 조화가진 혹은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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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형태로 가진 프로파일을 설계 한 후 진동 시험

을 수행하는 방법(1)을 널리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

서는 KS R 1034(2)에서 단축 진동 가진 시험기를 

활용한 진동 시험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 
규격인 ISO 16750-3(3)에서는 차량의 엔진 주변 부

품과 기타 부품에 대해 상세한 진동 가진 프로파일

을 제안하고 있다. 차량 엔진 주변 부품의 경우 엔
진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진동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FFT(Fast Fourier Transform)형태의 
조화가진 시험을 제안하고 있으며 기타 부품들은 노

면에서 전달되는 랜덤 주파수를 가지는 진동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PSD(Power Spectral Density)형태
의 랜덤가진 시험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
내외 선진 차량 부품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엔진 주

변 부품들에 대해서도 노면에서 전달되는 랜덤 진동

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품 

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개발 부
품에 대하여 조화가진 시험과 랜덤 가진 시험을 모

두 수행할 경우 실제 차량에서 발생하는 피로손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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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설계에 적용하기 힘들며 추가로 진동 시

험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엔진 상부에 선형시스템을 장착하고 주행 

시 노면 가혹도 조건에 따른 피로손상도를 도출하여 

노면 조건에 따라 엔진 주변 부품의 피로손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성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분석을 통하여 Sine On Random(SOR) 진동 시
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차량 엔진 주변 부품에 

대한 간단한 SOR 진동 시험을 제안하였다. 

2. 노면 조건에 따른 실차 주행 시험

2.1 시험 환경 구축

노면 조건에 따른 엔진 주변 부품의 취약부위에 

대한 피로손상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선형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선형 시스템은 일반적으
로 차량 부품에 많이 활용하는 S45C 재질을 활용하
였으며 노면에 의해 차량에 전달되는 주파수 범위

(10Hz~2,000Hz)안에 공진이 존재하도록 설계하였
다. 시험에 활용된 선형시스템은 1차 공진점인 
1162.7Hz에서 감쇠 값이 0.55%의 동적 특성을 나
타내며 상이한 노면 조건에서 동일한 주파수의 공진

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선형 시스템은 
노치에서 명확한 취약부위를 가지고 있으며 취약부

위에서 외부 진동에 의한 피로손상도가 선형적인 것

으로 가정하였다. 

 

Fig. 1 Specimen of linear elastic system
 
엔진 주변에 장착된 선형시스템의 피로손상도 측

정을 위하여 Fig. 2와 같이 시험 대상 차량을 선정
하고 엔진 브라켓 상부에 지그를 활용하여 선형시스

템을 장착하였다. 시험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대중
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차량을 선정하였다. 시
험 대상 차량은 I4 직분사 디젤엔진을 장착하고 있

는 차량으로서 엔진에서 발생하는 조화진동의 주요 

주파수는 4차 오더 까지 고려했을 때 약 600Hz까지
이다. 또한 노면에서 전달되는 랜덤진동의 경우 주
파수 범위는 약 2000Hz까지 분포되어 있다. 선형시
스템을 고정하는 지그는 엔진 브라켓 상부의 볼트에 

고정하여 직접적으로 차체에서 전달되는 진동에는 

영향이 없도록 제작하였다. 
 

Fig. 2 Configuration of test vehicle

Fig. 3에 선형시스템에 부착한 가속도 센서와 스
트레인게이지를 나타내었다. 선형시스템의 피로손상
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취약부위인 노치부위에 스트

레인게이지를 장착하였고 가속도에 의한 피로손상도 

분석을 위하여 선형시스템 고정 지그에 가속도 센서

를 부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3 Sensor location of linear elastic system

엔진은 Z축의 진동이 타축의 진동에 비하여 월등
히 크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가속도 센서를 부착
하였다. 차량에서 스트레인 측정 시에는 측정장비의 
전압을 맞추기 위해 인버터를 활용하면 전원노이즈

에 매우 취약해지므로 차량 전원의 전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 시험용 전원 변환장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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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측정장비(dewetron)를 활용하여 전원노이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2.2 주행 시험모드 선정

노면 조건에 따른 엔진 주변 부품의 피로손상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노면 조건을 가지는 주행 시험

모드를 Table 1과 같이 선정 하였다. 노면 조건에 
따라 선정한 도로는 3가지이며 자동차부품연구원에 
구축되어 있는 PG(Proving Ground)의 벨지안로
(Belgian Road)와 벨지안로 보다 더욱 가혹한 노면 
조건을 가지는 자갈로(Cobblestone Road)를 선정하
였다. 가혹한 노면 조건을 가지는 도로에서의 피로
손상도와 비교하기 위한 일반도로 주행 시험 모드를 

선정하였으며 상세한 노면의 조건을 Fig. 4에 나타
내었다. 벨지안로는 타일로 구성된 특수로 이며 일
반 도로에 비해 가혹한 노면 조건을 가진다. 자갈길
로는 큰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비포장로를 재현한 

도로로서 특수로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의 노면이

다. 엔진 주변 부품의 경우 주된 진동원이 엔진이기 
때문에 피로손상도가 엔진의 분당회전속도인 

RPM(Revolution Per Minute)에 지대한 영향을 받
게 된다. 따라서 엔진 분당 회전 속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행 속도에 따라 주행 모드를 선정하였으며 

벨지안로와 자갈로의 경우 20,40,60km/h의 주행 속
도를 선정하였고, 일반 도로의 경우 가혹한 도로의 
중간 속도인 40km/h와 고RPM 영역의 피로손상도
를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100km/h의 시험 속도를 
선정하였다. 

Table 1 Road test Mode Selection
Mode Road Velocity(km/h)

bel20
Belgian

Road

20

bel40 40

bel60 60

co20
Cobblestone

Road

20

co40 40

co60 60

g40 General
Road

40

g100 100

Fig. 4 Detailed road surface conditions

3. 선형시스템 피로손상도 비교 분석

3.1 피로손상도 분석 이론

실차 주행 시험의 선형시스템 취약부위에서 측정

된 변형률을 기반으로 피로손상도를 도출하기 위해  

Minor 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Minor법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형시스템의 구성 재질인 

S45C의 대표 S-N선도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
서 적용한 S-N선도의 기울기와 절편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Minor법을 적용하여 변형률에서 피로손
상도를 도출하기 위해서 탄성계수를 연산해 응력으

로의 변환이 요구된다.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linear elastic system

Material Fatigue strength exponent Stress range intercept

S45C -0.0806 664.5 MPa

이론적인 피로손상도 도출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 

이상적인 S-N선도를 Fig. 5에 나타내었다. Ni번째 

사이클에서 얻어진 변형률을 εi라고 할 때 εi에 탄

성계수( ν)를 연산해주면 Ni번째 사이클에 해당하는 

응력 s i을 얻을 수 있다. 변형률을 측정한 부위에서 

응력 s i의 외력에 의해 파손이 발생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횟수를 NSi
라고 할 때 Ni번째 사이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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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피로손상도(Di)는 식(1)의 관계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Fig. 5  S-N curve

Di=
Ni
NS i

                               (1)

Ni와 같은 사이클들에서 도출되는 피로손상도 

(Di)의 합계를 구하면 실차 주행 시험 중 취약부위

에 중첩된 최종 피로손상도(DT)를 식(2)와 같이 얻

어 낼 수 있다.

D T=∑D i
                              (2)

해당 이론의 적용을 위해서는 측정된 변형률을 

사이클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

서는 Rainflow Counting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4) 변형률의 피로손상도 도출 이론과 유사하게 
엔진 진동에 의해 측정된 가속도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피로손상도를 도출할 수 있다. 물리적인 
피로손상도 도출을 위해서는 Minor법을 적용하여 
피로손상도를 도출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속도 

센서의 활용도가 스트레인게이지보다 높아 산업 현

장에서는 비교적인 작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속도를 

이용한 피로손상도 분석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상대 피로손상도 도출은 Fig 5에서 Stress대신 가속
도를 적용하여 동일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Si대신 

Ni사이클에 해당하는 가속도 값 Ai를 적용하여 동

일한 수식으로 피로손상도를 도출한다. 실제 차량에
서 측정된 가속도 값을 바로 활용하므로 해당 부품

에 대한 물성값이 필요 없어 간편하게 피로손상도를 

도출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물리량은 아니며 단
순히 비교를 위한 피로손상도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피로손상도 분석에도 변형률 피

로손상도의 S-N선도 기울기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을 수행하여 비교 분석에 활용하였다.

3.2 피로손상도 비교 분석 결과
 
실차 주행 시험에서 측정된 가속도와 스트레인 

값을 활용하여 피로손상도를 도출하였다. 피로손상
도 도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차 주행 시험 

중 측정된 스트레인과 가속도 값을 신호처리하여 저

주파 변동을 제거하였다. 특히 실차 주행 중 측정되
는 스트레인 값은 저주파 변동이 매우 심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 전 신호처리는 필수적이다. 
또한 피로손상도는 데이터의 첨두치에 매우 큰 영향

을 받기 때문에 신호처리를 통한 스파이크 제거도 

필수적이다. 신호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
로손상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시험모드에서 3
번의 중복 시험을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

다. 엔진 상부에 장착된 선형시스템은 엔진 주변 부
품의 특성에 따라 엔진 RPM에 큰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엔진 RPM 분석을 위하여 CAN신호를 분석하
여 RPM데이터를 획득하였다. 3가지 노면 조건에 
대해 동일한 주행 속도에서 유사한 엔진 RPM을 가
지는 시험 구간을 분석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시험모드 별 RPM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 
도로 주행 시험모드인 g40,100은 약간 상이한 RPM 
프로파일을 가지는 두 번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3 Vehicle engine RPM

Mode Road Velocity
(km/h) engine RPM

bel20
Belgian

Road

20 900~1000

bel40 40 1200~1300

bel60 60 1300~1400

co20
Cobblestone

Road

20 900~1000

co40 40 1200~1300

co60 60 1350~1450

g40-1,2 General
Road

40 1000~1300

g100-1,2 100 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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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모드 중 벨지안로, 자갈로, 일반도로 40km/h 
주행 시험에 대한 피로손상도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스트레인과 가속도 피로손상도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물성치

가 필요하지 않은 가속도를 활용한 상대 피로손상도 

의 경향이 실제 물리량을 반영한 스트레인 피로손상

도와 유사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스트레인, 가속도 피로손상도 모두에서 일반도로 
주행 시험 중 도출된 피로손상도보다 가혹한 노면 

조건을 가지는 시험모드의 피로손상도가 높게 도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엔진 상부 
브라켓에 장착된 부품이라도 동일한 운행 조건에서

는 노면의 가혹도가 부품의 피로손상도에 영향을 미

침을 나타낸다. 추가로 벨지안로 보다 더욱 가혹한 
노면인 자갈로의 시험모드의 피로손상도는 벨지안로

의 피로손상도 보다 높게 도출되어 노면의 가혹도가 

높을수록 피로손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Comparison of fatigue damage(general Road 
driving speed : 40km/h) 

본 연구에서는 노면의 가혹도가 낮은 노면인 일

반 도로에서 높은 주행 속도인 100km/h에서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고 RPM 영역에서의 피로손상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상

대적으로 차량속도가 높고 고RPM 영역에서는 노면
가혹도가 매우 높은 시험모드에 비해서도 월등히 피

로손상도가 높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엔
진 주변의 부품의 경우 차량의 주행 조건에 따라서

노면 가혹도를 무시할 만한 수준의 피로손상도를 엔

진 진동에 의해 받을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Fig. 7 Comparison of fatigue damage(general Road 
driving speed : 100km/h)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엔진 주변 부품의 경우 운

전자의 습성에 따라 저 RPM영역 대에서 주로 가혹
한 노면을 주행하는 차량과 고 RPM영역 대에서 주
로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피로손상도가 상이

한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ISO16750-3에서 엔진 주변 부품에 대해서는 조화 
가진 진동 시험만을 제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고

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엔진 주변 부품에 대한 진동 시험 제안

국제 차량 부품 진동 시험 규격인 ISO16750-3에
서는 엔진 주변 부품에 대하여 FFT형태의 조화 가
진 진동 시험을 제안하고 있고 기타 부품에 PS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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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랜덤 가진 진동 시험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차량 엔진 주변 부품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

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조화가진 진동

과 랜덤가진 진동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에 가까운 진동 시험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복합시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
책으로 Heo등이 제안한 SOR 진동 시험을 차량 부
품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5) 실제로 부품의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국방과 항공 분야에서는 실제

의 진동에 가까운 진동 내구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

여 MIL-STD-810G(6)와 같은 국제 규격에서 SOR시
험을 제안하고 있다. 차량에 SOR 시험을 적용할 경
우 실제 차량 주행 시와 유사한 진동 가진 프로파일

을 제안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조화가진 진동시험

과 랜덤가진 진동시험을 중복 수행하여 발생하는 시

험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엔진 주변 
부품의 진동 내구 시험을 위한 가진 프로파일 제안

에 있어 SOR 진동 시험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차량의 주요 주파수라고 할 수 있는 10~2000Hz의 
주파수 중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주파수는 4
기통 엔진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4차 오더 까지 
고려하였을 때 약 10~600Hz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SOR 진동 가진 프로파일을 생성할 때
는 엔진만을 가동하는 시험을 통해 엔진에서 발생하

는 주요 주파수 대역을 분석하여 엔진에서 발생하는 

조화가진의 주파수를 특정하고 전체 주파수 구간에 

대핸 랜덤 가진 주파수를 선정하여 복합적인 SOR 
진동 가진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결 론

노면의 가혹도에 따른 차량 엔진에 장착된 선형 

시스템의 피로손상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가지 가혹
도를 가지는 노면을 선정하였다. 선형시스템의 노치
부에 스트레인게이지를 장착하고 지그 부분에 가속

도 센서를 장착하여 시험모드에 따라 데이터를 계측

하였으며 신호처리를 통하여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론적인 방법에 따라 스트레인, 가속도 
피로손상도를 도출하였으며 노면 가혹도에 따른 피

로손상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엔진 상부에 장
착된 부품이라 할지라도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노면 가혹도에도 큰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행 속도에 따
라 노면 가혹도를 무시할 만한 엔진 진동에 영향을 

받는 피로손상도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엔진 
주변의 부품의 경우 조화가진 진동시험만을 수행하

기 보다는 조화가진과 랜덤가진의 복합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SOR 진동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SOR 진동 시험 프로파일의 생성에 있
어 조화가진과 랜덤가진의 조합에 따라 피로손상도

의 경향성을 분석해야 실제 차량에서 발생하는 피로

손상도와 유사한 진동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

발 과제(과제번호 : N0000005)의 성과물로서 관계
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Bendat J.S., Piersol A.G., 2000, Random data 
analysis and measurement procedures, New York, Wiley 
Interscience.

(2) KS R 1034(2006v), Korean Standard, 2006. 
(3) ISO 16750-3:2007(E), International Standard, 

2007.
(4) Yung-Li Lee, Mark E. Barkey, Hong-Tae Kang, 

2013, Metal fatigue analysis handbok, USA, ELSEVIER.
(5) Heo Y.S., Kim C.J., 2014, “Comparison of fa-

tigue damage of linear elastic system with respect to vi-
bration input conditions”,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 24, 
No. 6, pp. 437~443.

(6) MIL-STD-810G, Department of Defense Test 
Method Standard for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siderations and Laboratory Tests, 2008.

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