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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감쇠기는 여

러 종류가 있지만  천연고무나 합성고무로 만들어

져 진동의 전달률을 줄이거나 감쇠하는 마운트는 

점탄성 물질에 대한 물성치 변화를 포함한 제조과

정과 환경적 변수에 대해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고무의 물성에 대하

여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물질 모델의 오차를 

고려하고 온도의 변화에 대한 자동차 엔진 마운트 

동특성의 변동성을 해석하였다. 

2. SBR고무 마운트의 동특성 해석 

외기 온도 및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소

계수의 변동성을 평가하고 실제 합성고무 실험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승용차의 SBR고무 엔진 마운트

를 Figure 1 과 같이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변

동성을 평가하였다. 고무마운트의 물성은 복소계수

를 폴리머 계열의 감쇠재의 동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4변수 분수차 미분모델로 나타

내어 다음 식(1)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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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는 고무의α 0, α 1, c1, β 재료 상수이며 f  

는 주파수를 의미한다.  SBR 합성고무의 분수차 

미분모델의 물성값과 그 물성값의 변화량은 

참고문헌 [2]를 이용하였다. SBR 합성고무에 대한 

분수차 미분모델의 물성계수 변동량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의 물성 변동성을 이용하여 

엔진마운트의 각 방향 강성의 변동성을 

몬테카를로해석(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이동계수에 사용 되어진 온도는 2007년 서울에

서 3시간간격으로 측정한 일년간의 기온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고무 마운트의 동특성 변동 해석을 위

한 유한요소해석은 MSC/NASTRAN을 이용하여 주

파수 응답해석을 수행하였다. SBR고무의 밀도와 

Poisson비는 각각 1080kg/m3과 0.49를 사용하였

다. 동강성 해석은 NASTRAN의 직접주파수응답해

석(SOL108)을 이용하여 단위 힘 입력에 대한 주파

수 응답을 구하였다. 고무의 예압하중은 고려하지 

않았고 유한요소해석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최대 기

능횟수로 총 1000회의 샘플링을 수행하였다. 계산

된 동강성의 변화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1 FE model of an automotive engine 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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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istical Properties of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s 
Mean(Jone,2001) Standard Deviation 

Temp(℃) 13.28 9.79 

log(α 0) -1.118 1.265 

log(α 0) log(14.50(1+i0.05)) 0.2155 

log(α 1) log(196.7(1+i0.018)) 0.06047 

log(c1) log(0.0083) 0.06047 

β  
0.38 0.06780 

ρ  (α 1, c1) 0.6948 - 

 

(a) Magnitude 

(b) Phase 
Figure 2 Variability of dynamic stiffness in an engine 

mount due to temperature variation. 
 

동강성의 변동폭을 자세히 보기 위하여 Figure 3에 

1000Hz에서의 동강성 변동성을 히스토그램으로 나

타내었다. 

 
Figure 3 Histogram of the dynamic stiffness magniture at 

1000Hz. 
 

 그림을 보면 온도의 변동에 따라서 엔진마운트의 

동특성이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3. 결  론 

이 연구는 추정된 고무의 동특성 변화로부터 온도

의 통계적인 변동성을 고려하여 승용차 엔진마운트

의 동특성에 대한 변동성를 확인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2010-0023464) 

참  고  문  헌 

(1) Jones, D.I.G  (2001) Handbook of viscoelastic 
vibration Damping, John Wiely & Soons, New 
York. 

(2) (2)이두호, 황인성 (2011) 온도와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고무 마운트의 동특성 
해석,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4권 4호, 
pp. 383-389. 
 

-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