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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nergy flow analysis(EFA) of the body-in-white door of a real automotive was 
performed using the energy flow finite element method(EFFEM) to effectively predict the vibrational 
responses of built-up structures in the medium to high frequency range. To increase the validity of 
EFA results, the structural  hysteresis damping loss factor was measured by the experiment using the 
concept of statistical energy analysis(SEA). As the excitation frequency increases, the predicted re-
sults simulated with EFFEM generally agree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 
기 호 설 명

 : 군속도

 : 구조이력감쇠계수

 : 각주파수

<e>: 시간 공간 평균된 에너지밀도

<I> : 시간 공간 평균된 인텐시티

1. 서  론

자동차 산업 기술의 성장으로 고객의 NVH(소음

진동)에 대한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개

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차량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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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NVH 성능을 높이고자 CAE(전산해석)을 이용한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관한 

NVH해석은 주로 파워트레인 가진력에 기인한 저

주파수 대역 소음/진동 문제에 국한하여 유한요소법

(FEM)과 경계요소법(BEM)을 기반으로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저주파수 대역 소음진동 

제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고주파수 

대역의 소음진동 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소음진동 모드밀도(modal 

density)가 매우 높아 모드 간의 중첩(overlap)이 많아 

모드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동적응답의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기존의 변위해에 

기반을 둔 결정론적인 방법(deterministic approach)인 
FEM과 BEM은 하드웨어의 성능이 높아짐에도 불

구하고 적절한 소음진동 예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해석법의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통계적인 접근법(statistical approach)이 제

안되었다. 
대표적으로 통계적에너지해석법(SEA)은 Ly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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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안되었는데 모드밀도가 매우 높은 고주파수 

대역에서 공기음 예측에 적절한 방법이다(1). 하지만 

SEA는 모드밀도가 높은 고주파수 대역에서만 신뢰

성이 높으며 예측 결과 또한 단순하여 중주파수 대

역에서 상세한 설계정보를 얻기 위한 해석 기법으

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에너지흐름해석법(energy 
flow analysis, EFA)은 에너지밀도를 기반으로 열전

달 방정식과 유사한 형태의 미분 지배방정식을 갖

고 있어 공간적인 소음진동 에너지밀도의 분포 및 

경로를 예측할 수 있고 유한요소 및 경계요소 기법

과 같은 수치해석 기법을 접목할 수 있어 복합구조

물의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소음진동 예측에 큰 장

점을 가지고 있다(2).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적인 검증이 부족했

었던 EFA 기법에 유한요소기법을 적용한 에너지흐

름유한요소법(energy flow finite element analysis, 
EFFEM)을 이용하여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복합 구

조물인 도어의 진동레벨을 예측하고 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2. 에너지흐름해석법

에너지흐름해석법(EFA)은 Belov(1977)에 의해 처

음 파워흐름해석법(PFA)란 명칭으로 제안되었다(3). 
Belov 등은 구조물에서 진동에너지가 열처럼 전달

된다는 가정 하에 열전도 방정식(heat conduction 
equation) 형태의 일차원 영역의 에너지지배방정식

을 처음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에너지흐름해석법

은 Wohlever(1989)에 의해 2,3차원 영역으로 확장

되었고(4) 박영호 등(2006, 2008)은 1, 2차원 영역에

서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중요한 관성효과(inertia 
effect)와 전단변형효과(shear deformation effect)을 

반영한 Timoshenko 보와 Mindlin 판에 대한 에너

지지배방정식을 정립하였다(5~7). 또한 Nefske와 

Sung(1989)(8), Cho(1993)(2) 등은 에너지지배방정식

에 유한요소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흐름유한요소법

을 정식화함으로써 복합 구조물에 대해 에너지흐름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도 시험 파라미터 

사용에 효과적인 SEA와 EFFEM의 장점을 활용하

여 복합구조물의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

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혼합형 에너지흐름해석

기법(hybrid EFA)도 제안되었다(9).

2.1 2차원 영역 에너지지배방정식
이차원 영역의 대표적인 구조물인 Kirchhoff 판

의 파동 “i ”(i =굽힘파, 종파, 전단파)에 대한 에너

지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0). 







 


 〈〉 〈〉  (1)

여기서  : Group velocity of wave “i ”(m/s)
 : Structural hysteresis damping factor
 : Angular frequency(rad/s)
〈〉 : Averaged energy density(J/m2)

 : Input power of wave “i ”(W/m2)
이다.

에너지 전달관계를 이용하면 진동에너지의 흐름

인 진동인텐시티(〈〉)를 얻을 수 있다.

〈〉 




 

 〈〉 (2)

2.2 에너지흐름유한요소법의 개요
임의의 형상을 가진 복합 평판구조물의 에너지흐

름해석을 위해서는 에너지지배방정식에 유한요소기

법을 적용한 에너지흐름유한요소법을 사용해야 한

다. 만약 Kirchhoff 판의 에너지지배방정식(식(1))을 

이용하여 약변분식(weak variational form)을 얻고 

유한요소 근사를 위해 변분식에 Galerkin 가중잔여

근사법(weighted residuals approximation)을 적용하

면 다음과 같은 요소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2). 

     (3)

여기서 

  





∇∙∇
  ⋯ 







∙〈〉

 




 : Element domain
 : Element boundary
 : Lagrangian interpol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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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order of 
 : The normal vector of boundary 

이다.
여러 개의 요소가 연성되어 있는 복합 평판구조

물의 경우는 식 (3)에서의 요소행렬식을 조합하면 

전체 유한요소행렬을 얻을 수 있다.

3.자동차 도어의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복합 구조물의 진동응답을 

예측하기 위해 자동차 도어에 대한 에너지흐름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는 진동 테스트 

결과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3.1 에너지흐름해석 파라미터의 시험적 추출
철판으로 구성되고 페인트 도장이 되어있는 자동

차 도어는 일반적인 철판에 비해 진동 감쇠량이 크

다. 따라서 에너지흐름해석법의 에너지지배방정식의 

파라미터인 자동차 도어의 구조이력감쇠계수()를 

얻기 위해 SEA 개념을 이용하여 시험적인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우선 시험적인 편리성을 위해 도어의 대

부분의 진동에너지는 각 패널의 굽힘 진동의 성분이 

지배적이라 가정하고 도어를 외판, 내판, 내판 보강

부, 윈도우 프레임의 4개의 서브시스템으로 분류하면 

중심주파수 일 경우 파워균형방정식(power balance 
equation)은 각 서브시스템으로 입력되는 진동 파워

와 각 서브시스템의 구조이력감쇠계수, 각 서브시스

템을 가진했을 경우 서브시스템의 진동에너지를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여기서    


          


       











   
   
   
   

 이다.

식 (4)를 이용하면 각 서브시스템의 구조이력감쇠

계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여기서 각 서브시스템의 진동에너지(  )를 얻기 

위해서 등가질량(equivalent mass)의 개념(11)을 도입

하면 등가질량은 다음과 같이 각 서브시스템의 공

간 평균된 진동 속도(〈〉)와 가감쇠계수(apparent 

loss factor, )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


(6)

  

      (a) Outer panel      (b) Strengthened panel

  

     (c) Inner panel         (d) Window frame

Fig. 1 Experimental setup and each subsystem

Fig. 2 Structural loss factors of each sub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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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Early decay rate of dynamic response
     : Center frequency of band 

이다.
식 (6)을 이용하면 식 (4)에서의 각 서브시스템을 

가진했을 경우의 서브시스템 진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7)

여기서 〈〉 : The space-averaged square velocity of 

a subsystem “i ” when a subsystem 
“j ” is excited

이다.
또한 각 서브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진동 파워는 

다음과 같이 가진력과 입력 모빌리티의 실수부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8)

여기서  : The exciting force
       : The point mobility of exciting point 
이다.

Fig. 1은 자유단 경계조건으로 매달려 있는 도어

의 4개의 서브시스템을 보여주며 각 서브시스템의 

평균적인 응답(속도 제곱 산술 평균)을 얻기 위해 

각각 40,30,65,23개의 측정점이 사용되었다.
Fig. 2는 위의 방법으로 구한 각 서브시스템의 주

파수에 따른 구조이력감쇠계수를 보여준다. 일반적

으로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감쇠계수의 크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3.2 자동차 도어의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
앞에서 자동차 도어에 대한 에너지흐름해석 파라

미터를 시험적으로 추출하고 동시에 도어의 진동 

응답을 계측하였다. Fig. 3은 도어의 에너지흐름유한

요소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에너지흐름해석 해는 파

동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 모델은 주파수 대비 

일반 유한요소모델 보다 충분히 적은 수인 총 

49613개의 노드와 27951개의 판요소로 모델링 되

었으며 용접으로 인한 진동 파워 전달은 강체요소 

연결로 인한 파워 전달로 표현하여 예측하였다. 

(a) Outer panel

(b) Strengthened panel

(c) Inner panel

(d) Window frame

Fig. 3 EFFEM model of real automotiv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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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sult of vibrational responses(=200 Hz)

Fig. 5 The result of vibrational response( = 500 Hz)

Fig. 6 The result of vibrational response( = 2 kHz)

Fig. 4는 시험으로 추출한 구조이력감쇠계수와 입

력파워를 이용하여 얻어진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시험결과를 1/3 옥타브 밴드 중심주파수 

200 Hz에서 비교한 그림이다. 
중주파수 대역 200 Hz에서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

석 결과는 SEA와는 달리 진동응답의 공간분포를 나

타낼 수 있으며 시험 결과의 평균값을 잘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s. 5, 6은 각각 중심 가진주파수

가 500 Hz, 2 kHz일 경우 시험/해석 결과 비교이다. 

Fig. 7 The mean value of ratio of exp. to EFFEA

Fig. 8 The STD value of ratio of exp. to EFFEA

Figs. 5,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모드밀도 및 구조감쇠의 증가로 시험 결과와 

파장에 대해 공간 평균된 해석 결과가 매우 근사하

게 됨을 알 수 있다.
Figs. 7, 8은 앞에서 보여준 시험결과와 에너지흐

름유한요소해석 결과 간의 통계적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Figs. 7, 8을 보면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서브

시스템의 측정점에서 시험/해석값 비율의 평균값은 1
로 수렴하고 표준편차는 0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다.

3. 결  론

(1)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복합 평판구조물에 대

하여 중고주파수 대역에서의 구조진동 응답을 예측

하기 위해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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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구조이력감쇠계수를 시험적으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이력감쇠계수와 구조물의 파

동 군속도 및 파워투과반사계수 등은 에너지흐름해

석법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이다. 따라서 구조물 마다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물의 파라미터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여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추천된다.
(3)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해 중고주파

수 대역인 200 Hz부터 2 kHz까지 고전 유한요소해

석에 비해 매우 적은 요소 수를 이용하여 효과적으

로 진동응답을 예측하였다.
(4)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법은 SEA와는 달리 

국부적인 제진 처리를 구현할 수 있는 해석법이므로 

도어와 같이 제진재가 국부적으로 도포되어 있는 구

조물인 경우 추후 에너지흐름해석 파라미터(군속도, 
구조이력감쇠계수)의 국부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면 

보다 시험/해석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5) 에너지흐름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면 구조물

의 진동에너지 분포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성인 진동 인텐시티도 예측할 수가 있다. 따라

서 목적 위치의 진동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

요 진동에너지 입사 경로에 구조 보강을 함으로써 

경계에서의 임피던스차이를 증가시켜 파워반사계수

를 높여 진동에너지의 전달을 차단시킬 수 있고, 국

부 위치에 제진재를 추가하여 댐핑 계수를 높임으

로써 진동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6) 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흐름

유한요소해석법은 기존 고전 유한요소법이 접근하

기 어려운 중고주파수 대역에서 진동응답을 예측하

고 국부적인 개선방향을 찾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

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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