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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량 요소수탱크의 진동 특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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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Vibration Fatigue Test for Urea Tank of Diesel 
Vehicle Considering Vibrat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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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atisfy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automobile manufacturer should install 
urea tank, which is a key component of the urea system.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existing layouts, it may be mounted which is disadvantageous to vibration and shock resulting in 
durability robust.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durability life of urea tank an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through RLDA. In this study, clarify the limit of the current practice test method 
of urea tank and analyze the possibility of the new vibration test method in the system uni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use condition.
Methods: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durability life of urea tank and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through PSD & FDS of RLDA that actual vehicle driving data on durability test road.
Results: The limit of the uniform width/single frequency test method of urea tank is clarifed and 
the positive prospects of the new test method are discovered.
Conclusion: The vibration durability test with PSD method in system unit effectively reflects the 
magnitude and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fiel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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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의 언더바디에는 워트 인과 가장치, 연료

탱크와 같은 차량의 성능과 안 에 주요한 부품들이 장

착된다. 이외에도 여러 환경규제나 지역  특수성에 따

라 다양한 종류의 탱크류 부품들이 추가 으로 자리를 

차지하기도 한다. 요소수시스템은 디젤 차량의 질소산

화물을 이기 한 후처리 장치로써, 최근 강화된 유로6 
환경규제에 응하기 한 방안으로 극 으로 검토, 

용되고 있다. 유로 6과 같은 환경규제는 앞으로 개발

될 차뿐만 아니라, 재 양산 이거나 운행 인 차량에

도 용되므로 배출가스 기 을 맞추기 해 자동차 업

체는 추가 으로 이미 개발된 차량의 언더바디에 별도로 
요소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의 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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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mission regulation trend of euro 6

      
Fig. 2  Purification mechanism of urea system

Fig. 3  Power spectral density

약 20Kg에 달하는 별도의 탱크가 부착되기 때문에 내구

 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이아웃의 

제한으로 인해 진동  충격에 불리한 형태로 장착되어 

내구 으로 강건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탱크나 호스의 손으로 

인한 유출, 마운  부 의 단  토크 하로 인한 이

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차 계측을 통해 요소수탱크의 내

구 수명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진동 특성을 분석

해보았다. 이를 통해  요소수탱크의 단품 시험법인 

등진폭/단일주 수 시험법의 한계를 규명하고, 필드 

진동입력 가속도의 크기와 주 수 특성을 반 한 시

스템단 에서의 진동내구시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배경이론

본 논문에서 요소수탱크 진동 특성 분석에 사용된 

주요 분석기법은 PSD와 FDS, SRS 분석기법이다. 차량 

계측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앞서 이 분석기법들에 

한 배경이론을 간략히 설명하 다.

2.1.1 PSD(Power Spectral Density)
PSD는 시간 역에서의 랜덤(Random) 신호를 푸

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해 <Fig. 3>과 같은 

주 수 역으로 변환하여 나타낸 것의 한 형태로써, 
단  주 수당 에 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일반 으

로 푸리에 변환을 통해 어떠한 복잡한 형이라 할지

라도 각기 다른 주기를 갖는 수 많은 주기함수의 합으

로 표 될 수 있다. 즉, PSD는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주기성분들의 에 지분포를 나타내는 통계 인 방법

이다.

2.1.2 FDS(Fatigue Damage Spectrum)
통 인 피로손상도 개념은 Miner Rule에 의한 단

일 데미지(Damage) 수치를 얻는 과정이다. 그러나 시

간 역의 신호는 Rainflow Counting과 같은 사이클 카

운  기법을 통한 데미지 분석 과정에서 주 수 특성

을 잃게 된다. 따라서 진동 응답 특성을 고려해야 하

는 경우, 주 수 역의 형태로 표 되는 피로 데미

지 스펙트럼(Fatigue Damage Spectrum, FDS)을 계산

해야 한다. 이 때, FDS는 입력 신호에 포함된 각 주

수 성분이 지닌 데미지를 나타내며, 신호의 주 수 

분포와 구조물의 응답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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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ual diagram of FDS & SRS Fig. 5  Measuring point of UREA tank

2.1.3 SRS(Shock Response Spectrum)
PSD 진동내구시험 방식을 정상상태(Stationary)의 

랜덤 형만을 생성하기 때문에 본질 으로 실제 계

측 신호의 순간 인 과도 입력 성분을 재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내구시험에 있어서 만족하고자 하

는 내구 수명에 등가한 데미지의 부여뿐만 아니라 

실제 입력 신호가 가지는 과도 입력 특성 한 하나

의 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 수 역에

서 신호의 최  진폭값을 표 한 충격 응답 스펙트럼

(SRS)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계측  분석 

본 연구에서 계측에 이용된 차량은 /후륜 멀티링

크 시스템이 용된 형 차량이다. 일반 인 탱크류 

부품의 경우 재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운  부  

발생 응력은 선형 으로 증가하나, 메인주 수 역

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경우 시험효율  실

제 사용 조건, 부 별 손상도 산포의 축소를 해 보

통 80% 재 수 을 기 으로 삼는다. 본 논문에서는 

요소수탱크 내의 요소수 유동에 의한 효과를 무시하

고, 이를 하나의 진동특성을 지닌 개별 부품으로 인식

하기 해 요소수 재량은 100%로 유지하 다. 이 

때 요소수탱크의 무게는 평균 20Kg이며, 요소수의 무

게는 약 15Kg이다.
일반화된 요소수탱크 진동 입력가속도 분석을 

해 주행입력 계측 데이터의 손상도, 히스토그램 분석

을 실시하 으며, 사용된 분석 S/W툴은 MTS사의 

RPC Project이다. PSD 분석과 진동내구시험법 설정은 

nCode- GlyphWorks를 이용하 다.

2.2.1 계측 치  노면

차량의 주요 계측부 는 요소수탱크의 차체 마운

 부 와 탱크 앙의 가속도, 마운  라켓 내구취

약부의 변형률이다. 실차 주행 입력 계측(Road Load 
Data Acquisition, 이하 RLDA)은 센서화된 차량으로 

노면을 실제 주행하여 입력되는 하   신호를 계측

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내구성 평가에 

사용되는 가장 표 인 두 가지 노면에 해 RLDA
를 실시하 다. 첫 번째 노면(이하 노면 A)은 차량이 

실제 주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혹상황들을 집약, 
가속화하여 내구성을 평가하는 노면으로 일반 도로

의 약 10배의 데미지를 갖는다. 두 번째 노면(이하 노

면 B)은 차량이 주어진 내구 수명 동안 받게 되는 총 

데미지를 계산하여, 주행 간 가속화된 데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면이 구성되어있다. 이 노면을 주행할 

경우 일반 도로 주행 조건을 약 100배 가속화 할 수 

있다. 

Table 1  Sensor type by measuring point 

Front MTG #1 3-axis Acceleration

Rear MTG #2
3-axis Acceleration, 
Straingauge

Rear MTG #3
3-axis Acceleration, 
Straingauge

Center of Ureatank 3-axis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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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cceleration by test road 

   

Fig. 7  Relative damage by test road

Fig. 8  Distribution of input Acc. by test road (Mode B, A)

2.2.2 내구노면별 진동 가속도 특성 분석

노면 A와 노면 B의 요소수탱크 차체 마운 부의 

변형률과 가속도 크기를 비교해보면, 노면 A 비 노

면 B의 가속도 크기가 상 으로 크며 상 손상도

가 약 1.6배 수 으로 높다. 그러나 <Fig. 8>의 PSD 분
포에서 볼 수 있듯이 노면 A의 경우 노면 B보다 다양

한 주 수 성분을 포함하여 요소수탱크의 진동특성

을 잘 변할 수 있다. 실제 개발과정에서도 이러한 

차이에 의해 입력 하 과 가속도의 크기 차이에도 불

구하고 노면 A에서만 단독 으로 문제가 종종 발생

한다. 한, 노면 B의 PSD에서 약 10Hz 역에 공진

이 존재한다고 단 할 수 있으나, 노면 A의 PSD에

서 볼 수 있듯 이는 노면 A에서 갖는 고주 수 역의 

노면 입력이 노면 B에서는 상 으로 부족해서 나

타나는 상이다. 실제 내구 취약부인 후방마운 #2 
부  변형률의 PSD에서 과도 응답 구간은 20~30Hz 
사이의 두 구간에서 발생하 다. 이에 따라 재의 단

품내구시험법인 등진폭/단일주 수 시험법으로는 요

소수탱크의 내구 문제 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으

며, 노면 A의 주 수 성분을 포함하면서 노면 B의 손

상도 수 을 만족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진동내구시험

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2.3 내구 향인자 분석

(1) 부시마운  용 유무에 따른 향도

요소수탱크 내의 요소수를 배기계에서 질소산화물

와 혼합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수 펌 의 작동 소음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요소수탱

크에서 차체를 통해 달되는 소음 차단을 해 NVH
 측면에서 탱크의 차체 마운  부 에 부시(BUSH) 장

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경우, 마운  부 의 강성 

하에 따른 유동 증가로 내구 으로 불리해질 우려

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후방마운 #2 부 의 

부시 장착 유무에 따라 입력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실차 주행 계측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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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cc. change application of bush mounting

Fig. 10  Strain change application of bush mounting

<Fig. 9>에서와 같이 부시 마운  구조의 용 /
후 사양의 입력 (차체 마운  부 ) 가속도는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탱크 가속도의 경우 20~35Hz 
역의 감쇄효과가 있었으나, 마운  강성 하에 따

른 주  유동 증가로 10~20Hz 역의 경우 오히려 

악화됨을 알 수 있다. 마운  라켓 부 의 응력은 

입력 과 탱크의 상  운동에 의해 나타나므로, 탱크 

가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NVH 성능 향상을 

한 부시 마운  구조 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높은 

경도의 부시를 사용함으로써 이 효과를 비교  상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2) 차량 량 조건에 따른 향도

차량의 량에 따른 요소수탱크 마운  부 의 응

력 향도를 보기 해 노면 B에서 두 가지 조건에 

한 RLDA를 실시하 다. 량 A의 경우 운 자와 동

승자 1명의 탑승을 가정한 량 조건이며, 량 B는 

차량의 최  량 조건이다. 탱크 앙부의 가속도는 

두 량 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차량의 

거동이 상 으로 큰 2UP 조건에서 요소수탱크의 

입력  가속도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었다. 그
러나 오히려 GVW 조건에서 더 큰 값을 가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요소수탱크의 자 으로 인해 마운

라켓이 차량의 모션에 의한 거동보다는 상하방향 모

션  역 상으로 들어오는 과도 입력 하 에 더 민감

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Fig. 11  Relative damage by weight condition

2.2.4 가진방향별 요소수탱크 민감도 분석

PSD 진동내구시험의 가진방향 설정을 해 다축 진

동내구시험기(MAST, Multi-Axial Simlulation Table)
를 이용해, 요소수탱크와 주요 마운  부 의 민감도 

분석 결과, 요소수탱크 입력 의 가속도와 변형률의 

경우 상하방향 가진 향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요
소수탱크 앙의 가속도의 경우 좌우, 상하방향에 따

른 가진 향도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후방 

마운  구조에 따라 요소수탱크의 무게 구배가 좌우

로 형성되어 횡모멘트에 의한 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후방 마운  부 의 변형률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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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rrelation of tank lateral Acc. and rear 

mounting strain

Fig. 13  Initial test PSD

                        

Fig. 14  Comparison of rear mounting strain

Fig. 15  PSD distribution of #2 point Acc.& strain

요소수탱크의 횡회 에 의해서 나타남을 <Fig. 12>의 

요소수탱크 앙의 횡가속도와 마운  부  변형률의 

한 횡상 계 그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모멘트 한 각 입력  상하 거동의 상차로 발

생하고, 각 입력 과 변형률의 가진 향 민감도가 상

하방향에서 뚜렷하게 크게 나타나므로 시스템단 의 

시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상하 단축 가진 조건으로

도 충분히 실차 조건 재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Ji Soo Yoon 219

Fig. 16  Comparison between PSD & RLDA of relative damage

2.3 진동내구시험법 설정  

실차 주행 계측을 통한 요소수탱크의 진동특성 분석

을 토 로, 실차의 노면 A 입력신호를 기 으로 Glypth-
works를 이용해 기 Test PSD를 설정하 으며, 다축 

진동내구시험기(MAST)로 이를 재 하 다. 이때, 감
쇠비에 따라 형이 달라지는데 시스템의 일반화를 

해 5%로 가정하 다. 가속도와 변형률의 응답신호를 

실차 입력신호와 비교하여 발생응력  주 수 구간별 

손상도 분포가 유사하도록 상 성 분석을 실시하 다.
MAST를 이용한 기 Test PSD 신호의 재 을 통

해 응력값을 확인하고, 진폭에 향을 주는 가속배율

을 조정하 다. 후방 마운  부 의 가속도의 크기

와 후방 마운 의 발생응력의 크기가 실차 상태와 유

사하도록 의 과정을 반복하여 Test PSD 로 일을 

수정하 다. 의 과정을 통해 최종 설정된 Test PSD
에 의한 요소수탱크 발생응력의 크기와 주 수 분포

가 실차와 유사한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  결  론

요소수탱크의 실차 입력 계측을 통해 진동 특성을 

분석하고, 주 수 상  손상도 기법을 용하여 기존

의 등진폭/단일주 수 시험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는 단축 상하 랜덤 PSD 진동내구시험 신호를 획득하

다. 한, 시험 신호의 응답 분석을 통해 실차 상

성을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신호는 다양한 

주 수 입력으로 시스템단 의 요소수탱크  차체 

마운  부  체가 평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따
라서 실차 시험이 제한된 상태에서의 선행 검증 강화

로 시험효율 향상  비용 감 효과가 기 된다.
본 논문에서는 부시 마운  구조와 차량 량 조건에 

한 내구 향도 분석만을 실시하 다. 추후 요소수

탱크의 용 범 가 확 됨에 따라 차량의 랫폼/샤
시타입별, 요소수탱크의 치와 형상별 실차 계측을 

통해 더 일반화되고 강건한 랜덤 PSD 진동내구시험 

신호를 생성하여 실차 문제 발생 시 진동내구를 통한 

문제  재 을 통해 시험 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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