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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내연기관NVH

의 불평형 관성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상쇄시키는

밸런싱 샤프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렬 기통엔진에서 발생하는 수직방4

향의 힘을 상쇄시키는 밸런싱 샤프트 모듈의 평CAE

가를 수행하였다.

밸런싱 샤프트 모듈 평가2. CAE

밸런싱 샤프트 모듈 모델링2.1

밸런싱 샤프트 작동원리(1)

크랭크 운동을 하는 내연기관은 피스톤 왕복운동

에 의한 관성력이 발생하게 되고 기통별 발생하는,

관성력이 상쇄되거나 중복되기도 한다 직렬 기통. 4

엔진의 경우 크랭크 회전 차 성분은 각 기통별 관1

성력이 상쇄되나 크랭크 회전 차 성분은 각 기통, 2

별 중첩되어 다음과 같이 크랭크 회전 차 성분의2

수직방향의 관성력을 발생시킨다.

 

  



cos 
cos

엔진에서 발생하는 수직방향의 힘을 상쇄시키기

위해 크랭크의 배의 속도로 회전하고 서로 반대로2 ,

회전하는 불평형 질량 샤프트를 통하여 크랭크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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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분의 수직방향의 힘을 발생시킨다2 .

 
cos

회전하는 불평형 질량 샤프트의 수직방향의 위치

를 달라 모멘트를 발생시켜 엔진 토크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를 상쇄시키는 방식과 수직MMC

방향의 위치가 같은 란체스터 방식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란체스터 방식의 밸런싱 샤프트 모듈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ure 1 Principle of balancing shaft mechanism

밸런싱 샤프트 모델링 수행(2) FE

밸런싱 샤프트 모듈애 대해 FE(Finite Element)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은 사면체요소. FE (Tetra

로 구성하였으며 요소수는 개이다Elemnt) , 814434 .

Figure 2 Finite element model of balancing shaft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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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싱 샤프트 모듈 해석2.2 CAE

밸런싱 샤프트 모듈 강도 해석(1)

최대 구동 에서 밸런싱 샤프트의 불평형 질량RPM

에서 발행하는 힘을 구하고 수직방향으로, In-Phase

힘이 작용하였을 경우와 수평방향으로, Out-of-phase

작용하였을 경우에 대해 하우징 및 샤프트에 발생하

는 응력을 분석하였다.

Figure 3 The strength analysis of balancing shaft

module

밸런싱 샤프트 모듈 모달 해석(2)

하우징 및 샤프트 기어 등 부품의 체결상태에서,

마운트 지점을 고정시키고 고유진동수 및 모드형상,

을 파악하기 위해 모달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달해석.

을 통하여 공진주파수 파악 및 구조적 취약점 분석,

을 하였다.

Figure 4 The modal analysis of balancing shaft

module

밸런싱 샤프트 모듈 방사소음 해석(2)

밸런싱 샤프트의 불평형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은 저주파 소음이며 밸런싱 샤프트를 연결한 기어,

에서 발생하는 에 의해 고주TE(Transmission Error)

파 소음이 발생한다 밸런싱 샤프트 모듈의 기본 공.

진모드가 이상이므로 저주파에서는 공진에2000Hz

의한 방사소음은 발생하지 않으며 고주파에서는 공,

진에 의해 방사소음이 증폭됨을 알 수 있다 방사소.

음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

여기서 은 표면의 수직방향 속도

≈이므로, ≈








밸런싱 샤프트 모듈 각 부품에서 방사되는 소음에

너지는 다음과 같다.

Figure 5 The radiated sound power results of

balancing shaft

결 론3.

본 논문은 직렬 기통엔진의 성능을 개선하4 NVH

기 위해 적용시키는 밸런싱 샤프트 개발에 필요한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밸런싱 샤프트 모듈의CAE .

초기 설계에서 강도 모달 방사소음을 평가함으로, ,

써 구조적 취약점 파악 및 성능 저하요인을, NVH

파악하여 개발 초기단계에서 설계안을 수정하여 제,

품 성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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