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구동계에는 시스템 및 가진력의 특성

상 다양한 형태의 회전진동이 발생하고 이 진동

은 승차인원의 안락성 및 시스템의 내구성 등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회전진동을 저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개발되고 적용되

어 왔다. 이러한 장치로는 회전방향으로 유연성

을 가진 커플링을 통한 저감 장치, 회전진동을 흡

수할 수 있는 흡진기 등이 있다. 최근에는 재료,
가공 분야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장치들

이 새로 개발되고 있다. 이 에서는 이와 같은

회전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표적인 장치들과

더불어 최근의 연구 및 개발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동계의 비틀림 진

동을 유연한 커플링을 이용한 torsional damper의
형태에는 1)고무의 압축 변형을 이용한 커플링,
2)고무의전단변형을이용한커플링, 3)코일또는

판스프링을 이용한 커플링 등이 있으며 회전진

동 흡진기를 이용한 댐퍼에는 1)고무, 스프링 등

탄성체에 관성체를 연결한 형태, 2)회전 관성 요

소에 진자 형태의 centrifugal pendulum absorber
(CPA), 3)점성을 가진 유체를 이용한 viscous
damper 등이있다. 

(1) 구동축커플링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동계의 각 요소

사이에 회전방향으로 유연성을 가진 커플링을

삽입함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동계에

서 발생하는 회전진동의 전달을 저감하는 형태

이다. 적용 차종 및 부위에 따라 적절한 형상과

특성을 가진 다양한 커플링이 개발되어 적용되

고있다.

(2) Dual Mass Flywheel (DMF)
플라이휘일을 두 개로 분리하고 그 사이를 회

전방향 스프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들의 작용으

로 엔진으로부터 구동계로 전달되는 회전진동의

크기를 저감하는 시스템이다. 스프링을 통한 진

동저감 효과와 더불어 구동계의 고유진동수가

추가됨으로 인해 고주파 역에서의 진동전달율

을저감하는효과도얻을수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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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구성되며 관성 및 탄성요소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한 주파수 역에 진동 저감 효과

를 나타낸다. 그러나 추가되는 관성 및 탄성요소

로 인해 시스템의 고유진동수가 늘어나고 진동

이 저감되는 역 주변에 오히려 진동이 증가되

는 역이나타나게되는단점이있다(그림 3). 

(2) CPA
CPA는 그림 4와 같이 진자 형태의 흡진기를 이

용하여 회전진동을 저감하는 장치로 특정한 주

파수를 중심으로 한 좁은 주파수 역에서 효과

를 나타내는 표준형 댐퍼와 달리 진자의 부착위

치와 진자의 길이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

한 회전 order 성분에 해 효과를 나타내는 시스

템이다.

(3) Viscous Damper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성이 높은 실리콘

오일을 내에서 구동계에 연결된 관성요소가 회

전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회전진

동을 저감하는 시스템이다. 표준 댐퍼와는 달리

추가되는 회전관성과 스프링이 없어 추가되는

고유진동수가 없고 진동이 증가되는 역없이

진동을저감하는것이가능하다.

최근에는전통적으로사용되어오던다양한 형

그림 1  구동축에 적용된 유연 커플링의 예
그림 4  클러치에 적용된 CPA의 예

그림 5  크랭크 축용 점성 댐퍼

그림 3  고무 탄성체와 관성체로 구성된 표준 흡수재

그림 2  자동차용 dual mass flywheel의 개요



태의 댐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용화된 제품이 속속 출시

되고 있다. 표적인 예가 1)DMF와 CPA를 결합

한 형태와 2)토크컨버터 클러치 내부의 전통적

인댐퍼에반공진댐퍼를결합한타입이다.

그림 6의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시스템은 전

통적으로 구동계에 적용되어 오던 표준 댐퍼의

한 형태인 DMF에 CPA를 결합한 형태의 복합 댐

퍼이다. CPA의 진자는 DMF 내부에서 플라이휠

에 연동되어 작동되며 왼쪽 그림에 설명되어 있

는 바와 같이 엔진의 회전속도 변동에 해 반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고 이 동작은 구동계의 회

전진동을 추가적으로 저감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된 DMF와 CPA의 연동 동작은 구

동계의 회전진동을 추가적으로 저감하게 되고

그림 7의 왼쪽 그림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체 엔

진 회전 속도 역에서 회전진동이 저감된다. 또
한 DMF + CPA는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구동

이 불안정했던 저속 rpm 역에서도 안정적인

구동을 가능하게 하고 적용 차량이 이 역에서

운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

은연비절감이가능하다.

구동계의 고유진동수들 중에서 저주파 역

에 존재하는 고유진동수는 차량 주행 중 불안정

한 구동을 유발하고 승차감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구동계 저주파 역에

서의 진동절연 성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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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DMF + CPA 구조 및 작동 원리

그림 7  DMF + CPA 시스템 적용 효과

(a) 진동 저감 효과 (b) 연비 증 효과

(b) 작동 원리(a)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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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표준 스프링 + 유성기어 댐퍼

(a) 표준 스프링 댐퍼 (b) 표준 스프링 + 유성기어 댐퍼

그림 9  표준 댐퍼 + 반공진 댐퍼의 진동저감 효과

그림 10  신개발 댐퍼들의 진동저감 효과

(a) 출력측 엑셀러런스 (b) 토크 전달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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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당 주파수 역에 반공진을 도입하는 방법

이다. 그림 8에 설명되어 있는 시스템은 토크컨

버터(T/C)에 사용되는 클러치 내부의 표준 댐퍼

에 유성기어를 이용한 반공진 댐퍼를 결합한 타

입이다.   
유성기어 댐퍼 유무에 따른 진동 절연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 두 시스템의 출력측 엑셀러

런스와 토크 전달률을 그림 9에 비교하 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표준 댐퍼에 의한

고유진동수 아래의 역에 반공진 특성을 도입

함으로써 표준 댐퍼의 공진 역에서 나타나는

회전진동에 한 절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반공진 특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특정 주파수 역에서의 목표 성능

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기 된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자동차 구동계에 적용되

는 여러 형태의 댐퍼들에 의한 회전진동 저감

효과와 연비저감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댐퍼들을 이용

하여 구동계의 회전진동을 저감하는 동시에 차

량의 운전에 사용되는 엔진회전수를 낮은 역

으로 확장함으로써 연비저감도 가능하다. 현재

이러한 시스템들이 외국 선진사들에 의해 주도

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 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

심 및 참여를 통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

다.

그림 11  신개발 댐퍼들의 연비 저감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