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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에서는 엔진과 노면의 요철로부터 오는 진

동 요인이 대표적이다. 자동차 서브프레임의 부시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오는 진동을 절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무로 된 부시의 동특성은 제조과정과 사용

환경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작동온도에 의

한 영향을 많이 받아 차체의 진동응답이 큰 변동성

을 갖는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온도와 제

조과정의 산포로 불확실성을 갖는 서브프레임 부시

의 동특성 변화에 기인한 차체 진동응답의 변동성

을 통계적 모멘트법의 하나인 EDR(eigenvector 

dimension reduction) 방법(1,2)을 이용하여 추정하

고 이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자동차의 응답 변동성 해석 

2.1 변동성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Fig. 1과 같은 서브프레임과 차대로 

구성된 간단한 자동차 모델에서 4개의 부시가 연결

된 경우를 가정한다. 서브프레임 부시는 합성고무의 

일종인 SBR로 만들어 졌다고 가정한다. EDR 방법

은 확률분포를 갖는 시스템의 입력변수에 대해 시

스템의 응답 샘플링을 통해 응답의 통계적 모멘트

를 추출하고 Pearson계에 적용하여 응답의 확률분

포를 계산하는 통계적 해석방법이다. SBR의 동특성

은 이전 연구(3)와 같이 분수차 미분모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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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주파수의 함수로 표현하였으며 물성계수의 

확률분포도 동일한 값을 사용하였다. Fig. 2 는 차체 

응답의 변동성 해석의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서브

프레임 부시의 물성 및 작동온도가 가지는 불확실

성을 EDR 방법을 이용하여 부시와 차체의 유한요

소모델에 적용하여 차체 위에 위치한 응답점의 진

동응답의 확률분포(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계산하였다. 부시는 7,021개의 절점과 

5,280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차체와 서브프레

임은 보 요소를 사용하였다. 

 

 
Fig. 1 A car-body structure and finite element model of 

bush 

 
Fig. 2 Flowchart for variability analysis of car-bod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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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답 변동성 해석 결과 

EDR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진동응답의 변동성

을 구하고 그 결과를 Figs. 3~4에 그렸다. Fig. 3에

는 응답점에서의 가속도의 평균 주파수 응답을 이

전 연구에서 수행한 몬테카를로 해석(Monte Carlo 

simulation, MCS)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와 몬테카를로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4는 95% 신뢰구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

이다. 두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모멘트 법에 기반하여 자동

차의 진동응답의 변동성을 해석하였다. 작동온도와 

제조산포로 자동차 서브프레임 부시의 동특성이 갖

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자동차 진동응답의 변동성을 

EDR 방법을 이용하여 주파수 응답의 확률분포 형

태로 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으로 예측된 주파수 

응답의 변동성은 몬테카를로 해석의 결과와 잘 일

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EDR 방법은 해석시

간 단축의 큰 장점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 부시의

불확실한 동특성에 기인한 차체 진동응답의 변화를 

몬테카를로 해석과 동등한 성능으로 예측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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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ean values with those of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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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95% confidence intervals with 

those of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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