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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sign on balance shaft module is peformed based on the target specification of engine module as well as 

the its own dynamic nature under a high speed rotation. However, the specific information for engine module is not 

always available for non-motor companies even though a reliable analytical result should be attached in the  

conceptual design process or more detail works. In this paper, the analysis on balance shaft module, both each 

parts or module itself, is suggested to estimate the performance on the target component with respect to durability 

and NVH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a engine module. This methodology could modify the nominal balance shaft 

model before the production of prototype such that cost reduction as well as time saving can be expected during 

design process of balance shaft module.   

1. 서 론

 밸런스 샤프트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이나 모멘트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서 엔진의 부속품으로 장착되어 소음

원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는 장치이다. 엔진의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진동 성분들이 증가되며 운전자가 원하는 

구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불규칙하고 급격한 회

전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만족시켜야 

하며 동시에 요구되는 NVH 성능도 충분히 달성해야 한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해석 방법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

가 진행되었는데, St. Huegen 등(1)은 완성차 업체 관점에

서 밸런스 샤프트 설계와 관련된 최적화 과정을 기술하였으

며, Kwon-Hee Shu 등(2)은 설계된 밸런스 샤프트를 동역

학 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NVH 관점의 성능을 평가하

였다. 최근 Killion 등(3)은 오일펌프 내장형 밸런스 샤프트 

설계 방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단품 단위의 해석 모델로부터 요구되는 내구성과 

NVH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CAE 해석에 대한 직접적인 대

안이 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밸런스 샤프트의 개발 과

정 중 초기 모델로부터 내구성과 NVH 성능을 예측하기 위

한 단품 단위의 프로세서를 정립하였다. 본 연구내용을 기

반으로 제품의 시작품 제작 단계 이전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내구 및 NVH 성능을 신뢰성 높게 예측하여 초기 시작품이 

양산품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직렬 4기통 엔진에 장착하기 위한 상하진동 저감용 밸런스 

샤프트 모듈로 하였다. 

2. 밸런스 샤프트 모듈 해석 프로세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단품별 상세 

설계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단품 및 모듈 단위의 해석 업

무를 통해 모델의 성능 예측을 진행하며 수정된 모델을 바

탕으로 시작품을 제작한 후 단품 및 엔진 장착 상태에서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개발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줄

이기 위해서는 시작품 적용 단계의 모델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Fig.1은 밸런스 샤

프트 모듈의 개발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해석 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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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Design process of balance shaft module 

2.1 모달 해석

  모달해석은 대상 부품의 동적 거동을 대표할 수 있는 모

달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구성된 유한요소 모델

에 대해 강성 및 질량 행렬을 얻어낸 다음 공진점 및 모드 

형상을 얻어낸다. 모달해석을 통해 얻어진 파라미터는 실험

적으로 얻어진 데이터와 비교하여 유하요소 모델의 검증용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동특성 해석 프로그램의 유연

체 모델 관련 데이터로 활용된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작동 

영역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고속 

회전 속도에서 공진점이 발생된다면 베어링과의 소착 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아래 Fig.2는 모달해석에 

관련된 프로세스로서 대상 부품으로부터 추출된 모달해석 

결과와 비교 과정을 통해 구성된 밸런스 샤프트의 모델 검

증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Fig. 2 Process of modal analysis

2.2 구조 해석

  구조해석은 유한요소 모델에 대해 정적인 하중을 주어 응

답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실제의 하중이나 경계 조건으로 해

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모델의 특성을 알아보는 과정이다. 

구조해석 결과로부터 샤프트 및 하우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변위 값이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단위 하중(unit-force) 응답의 경우에는 내구해석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정적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단일 부품

간의 간격을 조정하거나 하우징의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조해석 결과가 주로 활용된다. 아래 Fig.3은 구조해석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으로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밸

런스 샤프트 단품들의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다. 

Fig.3 Process of structural analysis

2.3 내구 해석

  내구해석은 실제에서 얻어진 데이터 혹은 예상되는 하중 

조건을 실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조건에서 

대상 부품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 부품의 경계 

조건은 실제 자동차의 주행 조건에 근접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고, 하중 조건의 경우에는 내구성을 최대한 단시간에 알

아보기 위해 선형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가속 해석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내구해석은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

징에 대해 각각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저자들의 경

험에 근거하여 대부분 내구성에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에는 윤활 소착과 더불어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주요한 문

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의 설

정에 주의해야 한다. 내구해석 방법론은 준정적 내구해석 

방법을 사용하기 되는데, 앞서 수행되었던 모달해석 결과로

부터 각 단품의 최소 공진점이 작동 회전수의 최대 주파수

보다 최소 3배 이상 큰 것에 근거한다. 준정적 내구해석 기

법에는 응력-수명(stress-life)에 의한 방법과 변형률-수

명(strain-life) 방법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탄성 거동만을 고려한 거동에 사용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변

형량에 대한 수명 예측으로써 전자의 경우보다 가혹한 내구 

조건으로 변형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본 연구의 

대상물인 밸런스샤프트의 샤프트와 하우징은 고속으로 회전

하면서 발생하는 불평형 힘에 의한 베어링 반력이 주요한 

가진 원으로써 탄성 거동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베어링 반

력을 흡수하여야만 상용 제품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내구해석 관련 

프로세스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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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Process of fatigue analysis

2.4 동특성 해석

  본 연구에서의 동특성 해석은 앞서 기술한 구조 및 내구

해석과 달리 모듈 단위의 해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다물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여 부품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동적 

파라미터들을 충분히 고려한 가장 실제 환경에 근접한 해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엔진의 동특성은 하중 생성 과정

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밸런스 샤프트 모

듈만을 활용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타 기관에서 엔진 모듈에 대

한 신뢰성 있는 모델링을 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밸

런스 샤프트 모듈만을 고려하여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에 대한 동특성 해석 결과는 주로 

NVH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는데, 실제 밸런스 샤프

트가 엔진에 장착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진동 성분이 발

생하여 모듈 설계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특히 밸런스 샤프트의 하우징 등에

서 발생하는 진동/소음 성분은 기어 및 체인 등으로 구성된 

밸런스 샤프트의 구동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 그

러므로 단품 단위에서 예측하기 힘든 다물체 거동을 본 해

석에서 수행하여 부품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기인한 이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해석 모델은 앞서 도출된 단품 단

위의 모달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관심 대상에 대해 유연체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모달 정보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는 재료 물성 값만을 고려하여 강체 모델을 구성하였다. 아

래 Fig.5는 밸런스 샤프트 모듈에 대해 동특성 해석을 수행

하는 프로세스이다.     

 

Fig. 5 Process of dynamic analysis

3. 밸런스 샤프트 모듈 해석을 위한 경계 및 

하중조건 설정

3.1 경계 조건의 설정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다물체 동역학 해석 기법을 활용하

여 해석을 진행하는 경우 각 단품들 간의 결합 특성치(강성 

및 감쇠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만이 확보되면 경계 조건

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모듈의 각 단품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단품 해석 결과가 전체 

동작 상태를 모사해내어야 하기 때문에 경계 조건의 설정이 

중요시 된다. 샤프트의 경우 회전에 의해 불평형 질량 부분

의 무게 중심에서 회전축과 직각 방향으로 힘이 부여되고 

이 힘을 베어링에서 지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조 및 내구

해석에서는 정지 상태에서 불평형 질량 부분에 일정 혹은 

주기 형태의 힘을 가하게 되고, 이 값과 위상이 반대인 형

태로 지지 베어링 부분에 반력을 가하게 된다. 베어링 부분

은 회전축을 제외한 2방향의 병진 운동을 구속하였다. 하우

징의 경우에는 샤프트의 경우와 반대로써, 지지 베어링에서

의 반력이 하우징에서는 가진 하중 조건이 된다. 반면에 하

우징의 지지 조건은 엔진과 체계되는 부분으로써 볼트로 단

단히 지지되기 때문에 6방향의 자유도를 모두 구속하였다. 

동특성 해석 방법에서 하우징에서의 진동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엔진 블록과 연결되는 부분을 단단히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체결 볼트 부분을 강성과 감쇠의 등가 값으로 

가정하여 사용하였다.

3.2 하중 조건의 설정

  밸런스 샤프트 모듈에 활용될 하중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불평형 질량을 활용하여 회전속도에 따른 하중 값을 계산하

여 불평형 질량 및 지지 베어링의 위치에 따른 하중/반력을 

계산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베어링의 경우 압축되는 방향으

로 힘이 전달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힘이 전달되지 않으며  

동력 전달원이 기어인 경우 엔진의 상하 운동이 기어를 통

해 전달될 때 선형적인 형태로 힘이 전달될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중 조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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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을 확보하여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밸

런스 샤프트 단품에 대한 구동 시험을 수행하면서 관심 부

분에 대한 가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아래 Fig. 

6은 시험 대상인 밸런스 샤프트 단품 및 측정 위치를 보여

준다.

Fig. 6 Testing rig and its sensing location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엔진에 장착되어 회전하는 동적 거

동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동일한 밸런스 샤프트 2개를 상

하 방향으로 포개서 하나의 구동 모터로 회전하였다. 그러

므로 2개의 밸런스 샤프트는 상하 방향으로 동일한 힘이 상

쇄되어 엔진과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이상적인 작동 환경이 

구축된다. 그림 Fig. 7은 4000(rpm)으로 밸런스 샤프트 

모듈을 정속 운행하면서 중간 기어 부분에서 상하 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며, 0.1(s) 간격의 짧은 구간을 확

대하였다.

Fig. 7 Sampled acceleration data during constant 

rotation(4000rpm)

  시험 결과 0.1초간 6-7개 정도의 피크들이 다수 발견되

었는데, 이는 회전 주파수를 고려할 때 66.7(Hz)에 해당하

는 것으로 크랭크샤프트 기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

러므로 본 데이터를 통해 외부의 연결 요소인 크랭크샤프트

와 구동 조건에서 비선형 접촉 조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하우징의 가진 조건이나 구동 시스템

의 하중 입력을 반파(half-wave) 형태로 가정하여 이러한 

비선형 요소를 표현하였다. 

4. 대상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해석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해석 프로세스 및 조건들을 활

용하기 위해 특정 엔진에 적합한 밸런스 샤프트 모듈에 대

하여 해석 프로세스를 적용하도록 한다. 대상 엔진은 양산

중인 중형차의 직렬 4기통 엔진이며 관련된 제원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목표 엔진에 대해 설계된 밸런스 샤

프트 및 하우징을 Fig. 7에 보여주고 있다. 

 

Table 1 Engine specification

엔진 부품 표시차원 해당 값
Crank shaft Radius(mm) 46

Connecting rod Length(mm) 145.8

Piston

Pin(mm)

890
Top Ring(g)
2nd Ring(g)
Oil Ring(g)

(a) balance shaft

(b) balance shaft housing

Fig. 7 Model design for target engine specification

4.1 모달 해석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징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로 변환한 

다음 각 단품별 고유의 물성치(탄성계수, 포아송비, 밀도)를 

입력한 후 MSC/Nastran 프로그램의 정규모드 해석을 이용

하여 자유 경계 상태에서 모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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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Table 2 Modal analysis result

Shaft
(Drive)

Shaft
(Driven)

Housing
(Upper)

Housing
(Lower)

1st(Hz) 958 1,248 859 852
Mode
Shape B B T T

2nd(Hz) 990 1,295 2,353 1,581
Mode
Shape B B B B

3rd(Hz) 3,044 3,503 2,775 2,719
Mode
Shape T T T T

4th(Hz) 3,178 3,653 2,871 2,953
Mode
Shape T T B B

 

  모달 해석 결과 최소 공진점이 852(Hz)에서 예측되었으

며, 모듈의 회전 주파수가 200(Hz)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

에 회전 과정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4.2 구조해석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징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을 활용하

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예측되는 하중 조건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는 단품 모델에 대한 

취약부위 및 변형량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단일 하중 조건

의 결과는 향후 내구해석의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전자의 

조건으로 수행한 결과 Fig, 8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샤프

트는 저널면과 불평형 질량의 경계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

하였으며, 하우징의 경우에는 크랭크샤프트와 인접한 중간 

기어(Interm. gear)와 접촉되는 부분에서 최대의 국부 응

력이 발생하였다. 

(a) balance shaft(drive part)

(b) balance shaft housing

Fig. 8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4.3 내구해석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징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을 활용하

여 내구해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어링 

및 중간 기어 부분에서 샤프트 모델에는 주기함수 형태의 

하중이 인가되나, 하우징의 경우에는 구동계로부터 발생한 

비선형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반파 형태의 가진 프로파일을 

생성하였다. 아래 Fig. 9는 이와 관련된 하우징의 가진 프

로파일이다. 

Fig. 9 Force input profile for housing part

  이와 같은 가진 조건을 활용하여 밸런스 샤프트 및 밸런

스 샤프트 하우징에 대해 내구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회전수인 4000(rpm)인 경우의 등속 회전수에 해당하는 가

진력을 인가하였다. 내구해석 결과를 아래 Fig. 9에 나타내

었는데, 안전계수 역수(R.S.F.) 값으로 취약 부위의 피로 

손상도를 표현하였다. 샤프트의 경우에는 최대 회전수 조건

에서 내구성을 만족하였으며, 하우징의 경우에도 중간 기어

에 80%의 하중이 인가될 경우까지 내구성이 보장되었다. 

중간 기어에 인가될 수 있는 하중 조건이 10% 미만일 것으

로 예측되는바 현재 구성된 하우징은 내구성이 우수하다.

(a) balance shaft

(b) balance shaft housing 

Fig. 10 Result of fatigu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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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동특성 해석 

  밸런스 샤프트 및 하우징 모델을 유한요소 모델을 활용하

여 모듈 단위의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우징 및 샤프

트를 모달해석을 통해 얻어진 모드 정보롤 활용하여 유연체

로 모델링 하였으며, 엔진동특성을 대체하기 위해 Fig. 11

과 같이 2개의 모듈을 겹쳐서 상하 방향의 진동을 상쇄되도

록 하였으며 Fig. 12는 서로 다른 기어에서의 회전 각속도

를 보여준다. 특히 회전 각속도에서 크랭크샤프트 기어에 

비해 구동/종동 기어 부분에서의 각속도가 미세하게 진동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기어 간의 비선형에 근거한다.

 

Fig. 11 Model configuration for dynamic analysis

  

Fig. 12 Angular velocity of balance shaft module

  최대 회전수에 대해 Fig. 11의 모듈을 구동하면서 #1번

의 가속도를 측정한 결과 상하 방향의 2차 회전수 진동 성

분이 상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Fig. 13은 #1 부

분의 가속도 성분(z 방향)을 주파수 분석한 결과이다. 

Fig. 13 Frequency response at #1

4. 결  론

  직렬 4기통 엔진 제원을 바탕으로 설계된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유한요소 모델에 대해 해석 프로세스를 정립한 다음, 

목표 엔진 모델에 대해 설계된 유한요소 모델을 바탕으로 

순차적인 해석을 수행하고 시작품에 대한 내구성 및 NVH 

특성을 평가하였다. 본 평가 방법은 유한요소 모델을 바탕

으로 엔진을 배제된 상황에서 수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엔

진의 상세한 모델링이 확보되기 힘든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전문 생산 업체의 해석 방법으로 적당하다. 본 해석 과정에

서 도입된 하중 입력 조건 및 경계 조건은 전용 시험기에서 

실제 모델에 대해 얻어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

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 방법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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