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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rge quantity of bending deformation as well as rotating torque fluctuation at the balance shaft are main 

struggles during the operation in a high speed rotation and thereby, two issues should be cleared at the 

design process of balance shaft module. Since two issues are highly related with balance shaft itself and 

particularly much sensitive to the location of both supporting bearing and unbalance mass, the design 

strategy on balance shaft should be investigated at the aspect of controlling two critical issues at the early 

stage of balance shaft design. To tackle two main problems, the formulation of objective function that 

minimizes critical issues, both bending deformation as well as torque fluctuation, is suggested to derive the 

optimal information on balance shaft. Then, optimal informations are reviewed at the practical logics and the 

guideline at the selection of locations, both supporting bearing and unbalance mass, is addressed at the final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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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밸런스 샤프트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관성력이나 모멘트

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고안된 자동차 부품으로서 

엔진에서 발생한 진동과 소음을 직접적으로 차단하기 때문

에 고급 차종을 중심으로 채용되고 있다. 특히 직렬 4기통 

엔진의 경우 엔진 회전수의 2배수에 해당하는 진동 성분이 

차량의 상하 방향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의 채용 여부에 따라 엔진의 NVH 성능이 큰 차이를 

보인다(1-4). 그러나 밸런스 샤프트가 채용되는 경우 밸런스 

샤프트에서 발생시키는 불평형량에 의거 밸런스 샤프트가 

원하지 않는 굽힘 변형을 형성하고 회전 토크의 변동이 과

다하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 굽힘 변형에 의해 베어링의 

지지 성능을 떨어뜨리고 주변 하우징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전 구동력을 전

달하는 기어나 체인에 원하지 않는 진동이나 소음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된다. 회전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회전축

에 대칭인 로터에 대한 불평형 응답(unbalance response)

을 최소화하고 안정성 한계 속도(stability limit speed)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었다(5-7). 그러나 밸런스 샤프트의 경우

에는 불평형 응답을 임의로 과다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연관하여 나타나는 회전체의 동역학을 기존의 회전체 문제 

해결 방안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함수를 제시

하여 밸런스 샤프트의 불평형 질량 위치에 따른 지지 베어

링의 최적 위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베어링의 최적 

위치에 따른 밸런스 샤프트의 관성 모멘트를 예측하여 실

제 밸런스 샤프트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최종적인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듈 단위에서 예상되는 윤활 문제는 

하우징의 설계에 귀속되기 때문에 본 연구 내용에서는 배

제하였으며, 베어링 반력의 경우에도 저자들의 경험에 근거 

일반적인 상용 베어링을 활용하여 가혹한 지지하중 조건에

서도 충분한 지지 반력을 형성하기 때문에 샤프트의 설계 

인자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밸런스 샤프트를 구동

하면서 구동부(기어 혹은 체인)와의 연결 관계에서 부가적

으로 발생하는 외력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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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밸런스 샤프트는 자유 경계 상태로 정의된다(8-11).

2. 최적 위치 결정을 위한 최적 설계 정식화

  2.1 상태 변수의 도출

  밸런스 샤프트에 적용되는 지지 베어링과 불평형 질량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설계 정식화에 필요한 상태변수를 

도출하도록 한다. 설계 정식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고속에서 

발생하는 로터의 굽힘 변형과 구동 토크의 변화를 동시에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로터 굽힘 변형 및 밸런스 샤프

트의 관성 모멘트를 상태 변수로 선정하였다. 

 (1) 밸런스 샤프트 굽힘 변형  

  밸런스 샤프트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부분과 비대칭

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비대칭인 부분이 불평형 질량으로서 

회전 속도에 따른 불평형량을 도출시키게 된다. 본 최적화 단

계에서 대칭인 부분의 상세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면적인 균일한 보로 가정하였으며, 불평형 질량 부분은 집

중 질량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밸런스 샤프트의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불평형 질량은 동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공 단가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집중질량 형태로 설계가 이루어진다(12-13). 로터의 로터 모

델로부터 밸런스 샤프트 굽힘 변형을 얻어내기 위해 Fig. 1의 

등가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서 회전에 의

해 발생하는 원심력이 단일 평면에 작용하여 동적 불평형 요

소를 유발하지 않으며, 이는 Fig.1의 정적 로터 모델로 밸런

스 샤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14-15). 

Fig.1 Equivalent balance shaft model with bearing 

reaction in inline 4-cylinder engine

  Fig.1의 등가 로터 모델로부터 경계 조건을 설정하고 재료

역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보 이론을 적용하면 위치 

y ( 0≤y≤L )에서의 밸런스 샤프트 굽힘 변형( v(y))는 아

래 식 (1-a)로 표현된다(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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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E는 탄성비례계수, I는 등가 로터 단면적에 대한 2

차 관성 모멘트, L은 등가 로터의 길이이다.  

 (2) 밸런스 샤프트 관성 모멘트

  밸런스 샤프트는 불평형 질량을 가지는 로터가 고속으로 회

전하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베어링의 

지지 반력의 부담을 줄이고 진동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전자

의 경우 상하 방향의 진동 성분에 기인한 모멘트 성분을 최소

화시키기 위해서는 베어링을 회전 반경(radius of gyration)

에 위치시키는 경우에 축 관성 모멘트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12-13). 질량이 M이고 회전반경이 R인 회전축 대칭

의 로터 형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관성 모멘트

( I P ⊤=M(3R 2+L 2)/12)와 불평형 질량으로부터 유발된 

모멘트 성분(m(r 2+x 2))을 고려하면, 회전축 대칭 및 불평

형 질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밸런스 샤프트는 그림 Fig.3의 

등가 로터 모델로부터 식 (7-a)의  회전 반경( k(x))을 가진

다. 여기서, x(=b-L/2)는 로터 중심으로부터 등가 불

평형 질량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β는 I P⊤
의 값이 불평

형 질량으로부터 유발된 모멘트보다 매우 크다는 가정 아

래 (2-b)의 부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Fig. 2 Radius of gyration in the simple rotor model

 k(x)=
I P ⊤+m(r

2
+x

2
)

(M+m)

=
I P ⊤+mr

2

(M+m)
× 1+βx

2

      (2-a)

β=
m

(M(3R 2+L 2)/12+mr 2)
<

12m

ML 2
  (2-b)

  회전축 대칭의 로터 질량(M)과 불평형 질량(m)이 아래 

식 (3)의 조건으로 관계된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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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γ(>1)                  (3)

  이 경우 식 (2-a)의 회전반경은 x가 등가 로터 길이의 

절반 이상으로 커질 수 없는 기하학적 조건( 0 < x < 2/L )

을 만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 식 (4)로 근사화가 가능

하다. 

k(x)≈
I P ⊤+mr

2

(M+m)
(1+( 1+3/γ-1)x)=p 0+p 1x  

(4)

  여기서, p1과 p0는 k(x)를 나타내기 위한 1차 및 0차

의 테일러급수 계수들이다. 밸런스 샤프트의 관성 모멘트는 

축 관성 모멘트( IP)와 회전축과 직각인 방향의 모멘트 성

분( I P⊤
)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식 (3) 및 식 (4)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아래 식 (5-a) 및 (5-b)와 같다. 

I P=m[p
2
0 (1+γ)-γL 2/12]        (5-a)

I P ⊤=m(1+γ)(p 0+p 1x)
2         (5-b)

  식 (5-a)의 경우 밸런스 샤프트의 구동 토크와 관계되며, 

식 (5-b)는 베어링에서 지지해야 하는 모멘트 성분과 관계

된다. 2가지 모멘트 성분은 밸런스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며 각각 회전 각속도 및 불평

형량에 비례하여 증가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최소화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식 (6)과 같이 2개의 요소

를 설계 상태변수인 단일 모멘트( I T(=I P+I P⊤))로 나타

낼 수 있다. 

I T=m[(1+γ)(p 20+(p 0+p 1x)
2)-γL 2/12]   (6)

  2.2 상태변수 범위 설정

  상태변수들을 Fig.1의 치 변수들에 의해 종속되며, 치 

변수들은 로터의 형상 조건에 의해 구속을 받기 된다. 그러

므로 앞서 도출된 상태변수들은 밸런스 샤 트의 형상 조건

에 의해 변화 범 가 제한된다. 

  Fig.1의 위치 정보를 (4)의 식으로 표현하면 a(=L-c)
와 b는 각각 식 (7-a), (7-b)로 표현이 가능하다. 

a=-p 1x+
L
2
-p 0

             (7-a)

b=
L
2
+x                (7-b)

  위치 변수들( a(=L-c),b)은 밸런스 샤프트의 형상 조

건을 만족해야 하며, 아래 식 (8-a)와 (8-b)의 부등 조건

으로 표현된다. 본 조건은 Fig.1의 로터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계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0≤a≤2/L                 (8-a)

2/L≤b≤L                 (8-b)

  부등식 (8-a)와 (8-b)는 식 (7-a)와 (7-b)의 관계를 이

용하여 테일러급수 계수들( p0, p1)에 대한 부등식을 식 

(7-a) 및 (7-b)로 표현할 수 있다. 

L
2
≤
L
2
+(
L/2-p 0-p

p 1 ) ⇔ p 0≤
L
2
-a  (9-a)

L≥
L
2
+(
L/2-p 0-p

p 1 ) ⇔ p 1≥-
L
2
p 0+(1- L2 a)

(9-b)

  부등식 (9-a), (9-b)와 함께 식 (4)의 조건을 이용하여 

각각의 테일러급수 계수를 축으로 하는 Fig. 3의 그래프가 

도출된다. 

Fig.3 Feasible region for the coefficients of Taylor 

series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테일러급

수 계수들의 조합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밸런스 샤프트의 

설계 조건들이다. Fig. 4의 공통부분에 대한 계수들의 범위

는 아래 식 (10-a) 및 (10-b)로 표현된다.

( 1-2a/L
1+3/γ-1+2/L )≤p 0≤( L2 -a)   (10-a)

( 1+3/γ-1)p 0=p 1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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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0-a)에 위치 정보인 a가 존재하기 때문에 테일러

급수 계수들의 범위는 위치 정보에 종속적인 값이다. 그러

므로 a의 변화에 따라 상태변수의 값의 변화도 달라진다. 

  2.3 밸런스 샤프트에 대한 최적 설계 정식화

  본 연구에서의 밸런스 샤프트 설계 목표는 동일한 관성

력이 밸런스 샤프트에 작용할 때, 밸런스 샤프트의 모멘트 

및 샤프트 굽힘 변형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2

가지 상태변수가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시에 최소가 

되는 조합이 최적 조건이다.   

  목적 함수는 식 (12-a)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베어링의 위

치( a)를 설계 변수로 두고 밸런스 샤프트의 굽힘 변형과 모멘

트 값을 각각의 상태변수로 지정하여 선형적인 2개의 조합 중

에서 최소의 값을 얻어내도록 하였다. 여기서 a는 2개의 상태

변수의 선형조합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인자로써 (11-b)의 범

위 내에서 주어진 설계 조건에 의거 가중치를 부여한다. 

(11-c)는 식 (1-a)의 밸런스 샤프트 굽힘 변형, (11-d)는 식 

(6)의 모멘트들의 합을 나타낸다. a및 테일러급수 계수들의 

변화에 대한 가중치를 주기 위해 2개의 설계 인자들을 제곱하

였으며, 2개의 인자간의 물리적인 차이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정식화 과정에서 정규화(normaliza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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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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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c)

B(a,p 0,p 1)=[I T]
2                 (11-d)

  2.4 밸런스 샤프트 최적 설계 조건

  식 (11-a)의 설계 정식화를 이용하여 a의 변화에 따른 테일

러급수 계수들의 가능한 조합들(식 (10-a)및 (10-b) 참고)을 

얻어낸 다음 각의 경우에 대해 J 값을 도출하였다. 최적 조합

을 도출하기 위해 각각의 a 값에 대한 국부 최적점(local 

optimum)들을 도출한 후, 전체 a에 대한 전체 최적점(global 

optimum)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아래 Fig. 4에서 Fig. 7은 식 (11-c) 및 (11-d)의 변수에 대

해 각각 γ의 변화에 따른 국부 최적점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위치는 회전 중심점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a의 변화에 따른 

불연속의 국부 최적 점들이 도출되었다. A(a,p 0,p 1)의 베어

링의 위치와 베어링의 위치가 일치되는 경우에 최적의 조건

이 도출되었다.  B(a,p 0,p 1)의 경우 a 값이 증가할수록 국

부 최적점의 b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일부 있으나 전자와 달

리 공통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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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bjective function against mass ratio,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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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l optimal location of b against mass ration, 

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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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bjective function against mass ratio, α=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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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0 

  아래 그림은 질량비가 일정( γ=3)한 특정 경우에 대해 2개

의 상태변수를 모두 선형적으로 고려한 3가지 경우

( α=0.1, 0.5,0.9)에 대한 국부 최적 값을 나타낸 것으로, 

Fig.6은  J값, Fig.7은 이에 따른 불평형 질량의 위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의 변화에 따라 국부 최적 값들의 경향은 다

르지만 유사한 부분에서 최적 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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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lobal optimum for objective function at γ=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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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lobal optimum location for b at γ=3

  Fig.6의 경우 도출된 값을 정확하게 비교해 보면 3가지의 선

형 조건에서 얻어진 최적 점이 분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의 선형 

조건 및 질량비를 물리적으로 가능한 1에서부터 6까지로 선

정한 후 후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정규화된 a와 b의 값을 도출

하여 아래 Fig. 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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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ptimal location of a and b against a mass ratio

   질량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a의 위치는 감소하고 b의 위치

는 증가하였으며, 2개의 위치 정보의 합이 질량비에 무관하게 

1의 값 근방에서 나타났다. 또한 a의 값은 질량비에 따라서 

분산된 최적 값을 도출한 반면, b의 값은 질량비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도출하였다. 2개의 변수 값의 합이 1인 조건은 

굽힘 변형의 국부 최적 조건 중 하나이며, 모멘트의 상태변수

의 영향에 의해 유일한 최적 값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8의 해석 결과들에 대한 I T(=I P+I P⊤)(식 (6) 

참고)의 값의 변화들도 알아보았다. 이 값은 밸런스 샤프트 

모멘트 성분의 합으로 높은 값을 가질수록 가공비의 증가 및 

동적 불안정성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선형비

( α)에 대한 모멘트 성분의 합을 Fig.9에 도시하였다. 여기서, 

모멘트의 합은 물리적인 값보다는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비

교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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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tal moment of inertia of balance shaft against a 

mass ratio 

  Fig.8의 경우 2개의 상태변수들이 모두 고려된 경우에는 선

형의 가중치에 무관하게 최적 위치가 결정될 수 있지만, 모멘

트의 합을 고려한 Fig.9의 결과를 고려한 경우 질량비가 1:3

의 경우에 모멘트 성분이 최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일 알 수 있

다. 따라서 밸런스 샤프트 설계자는 엔진 제원으로부터 보상

해야 할 불평형량을 결정한 후, 아래 표 1의 조건에 의거하여 

밸런스 샤프트를 설계한다면 로터의 굽힘 변형과 모멘트 성

분들을 동시에 최소화시키는 조건이다.

Table 1 Location information regarding optimal formula

Item Optimal value

Linear ratio 0.1 0.5 0.9

Normalized unbalance 

mass location

20.70

(%)

20.55

(%)

20.30

(%)

Normalized supporting 

bearing location

79.79

(%)

79.79

(%)

79.79

(%)

Mass rati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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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밸런스 샤프트 모듈의 하부 부품인 밸런스 샤

프트의 베어링과 불평형 질량의 위치 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밸런스 샤프트 모듈이 고속 회전에서 문제점으

로 지적되어 온 굽힘 변형과 모멘트 성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식화를 수행 한 바, 대칭인 밸런스 샤프트의 질량과 

불평형 질량 사이의 비에 종속적인 최적화 결과를 도출하

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직렬 4기통 엔진용 밸런스 샤프트의 굽힘 변형과 모멘

트 성분들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정식화를 수

행하였다.

 2) 최적 설계 정식화 결과 밸런스 샤프트의 최적설계 조

건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3) 밸런스 샤프트의 굽힘 변형과 모멘트 성분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칭과 비대칭의 질량비가 1:3이며, 지지 베

어링 및 불평형 질량의 위치는 최적화 선형비에 무관하게 

각각 20% 및 80% 근방임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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