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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의 핵심 문제는 차량의 성능 및 

품질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차량의 정숙을 
위한 자동차의 BSR(buzz, squeak, rattle) 소음의 개
선에 관한 연구이다.(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동
차 도어의 파워 시스템의 작동 소음의 정숙화 및 고

급화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자동차 도어의 파워 

액추에이터의 소음 감소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구
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자동차 도어의 파워 액추

에이터의 작동시 1KHz이상의 고주파 음색의 발생,  
음색의 불균일, 그리고 여러 주파수 음색이 섞여 잡
음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발생시키는 설계인자는 모터의 RPM, 액추에
이터 기어의 치형 및 축간거리, 그리고 모터 진동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앞에서 언
급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음 분석을 통한 

주요 인자 도출 및 개선안 수립, 액추에이터 설계 
및 조립 시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Fig. 1은 고주파 음색 발생에 대한  측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1 Result of noi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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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이즈 감소 방안

파워 액추에이터의 노이즈 감소를 위하여 크게 

음압, 음색, 그리고 잡음의 세 영역에 대하여 노이
즈 감소를 위한 설계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액추
에이터의 음압개선을 위하여 Fig. 2에서와 같이 모
터의 자기진동으로 인한 에너지가 커버에 전달되어 

노이즈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용

하도록 한다. 특히 액추에이터 커버의 고유진동수와 
모터 고유진동수 일치에 의한 공진발생을 확인하였

으며 설계방안으로는 커버의 고유진동수인 1KHz 
주파수를 회피하도록 회전수를 선정하여 적용하였

다. 두 번째 음색의 개선을 위하여 액추에이터 기어
의 치형 및 축간거리를 설계인자로 고정하여 해석 

및 개선효과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잡음을 줄이
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모터 샤프트 주변부의 설
게변경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였다. 샤프트 주변부
에 갭을 확보하여 모터의 작동시 웜과 헬리컬 기어

운동으로 인한 간섭 잡음을 감소하기 위한 설계변경

을 하였다. 웜기어 이탈 방지 비드 설계시 0.5mm이

Fig. 2 Change shape for resonance avoidanc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608



Fig. 3 Change design for gap

상의 갭을 확보하여 마찰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였다.

3. 개선결과 및 고찰

  액추에이터의 음압개선을 위하여 모터 고유 성분
인 자기 진동으로 인한 에너지가 커버에 전달되어 

공진에 의한 소음을 감소토록 하였다. 개선방법은 
모터 회전수 조절 및 모터의 마그네틱 자력을 낮추

고 아마추어 수량을 증가시켰다. 개선결과는 Fig. 4
에서와 같이 진동에너지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Fig. 4 Improvement result for sound pressure

Fig. 5 Improvement result for timbre

Fig. 6 Improvement result for noise

음색개선을 위하여 기어의 6점 게이트 사용을 권장
하며, 게이트 위치는 기어 치형에서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하도록 설정하여 웰더 라인이 치형 끝단에 생기

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였다. 개선 결과 피봇 갭
은 0.15에서 0.0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웜과 휠 기어 축간거리를 조절하여 간섭에 의한 소

음을 방지하도록 0.8mm이상으로 조절하여 Fig. 5와 
같이 진동에너지 감소 효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모터 조립 방식에 따라 노이즈 산포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샤프트 주

변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0.5mm정도의 틈(gap)을 확
보토록 하여 간섭에 의한 잡음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불량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
었으며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비율이 크게 향상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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