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최근 고출력 파워트레인 개발과 차체 경량화와 같은 차량

개발 경향에 의하여 기존 엔진 마운팅 시스템만으로는

성능 및 주행성능을 동시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NVH .

그리하여 운전조건에 따라 마운트를 능동적으로 제어하여

폭넓은 운전조건에서도 상반된 설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동형 엔진 마운팅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능동 엔진 마운팅 시스템 개발의 최종 목표는 실차에 적

용하여 차량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능동형 엔NVH

진마운트 자체의 개발만큼이나 능동형 엔진 마운트를 차량

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 .

해 차량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하이드로 마운트 내부에 제어력을 발

생시키는 전자식 구동기를 포함하며 구동기와 연결된 가동,

판 엔진의 주요 진동 성분과 동일한 위상으로 작동하여dmf

마운트의 동특성을 낮추는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의 실차

성능을 평가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단품 특성 제어로직 벤치마킹 평가 그리고 전자식 능동형, ,

마운트 장착 마운팅 시스템의 최적화 등이 연구되어 왔

다 본 논문에서는 실차평가를 위해 적용 대상차량을.[1,2]

선정하여 능동형 마운트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품을

변경하였고 새로운 엔진 마운팅 시스템을 설계하여 적용하

였다 이러한 시험차량을 이용한 실차 성능 평가를 통해 능.

동형 마운트의 적용 효과를 확인하고 실차에서의 성능 확

보를 위해 진행해야 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론2.

평가 차량 제작2.1

그림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장착 사진1.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선정되어진 차량은 전륜구동 중형

승용 차량이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대상차량에 기통. V6 6

으로 주행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통으로 가변되는3

가변기통 엔진을 탑재하였고 가변기통 엔진의 진동을 저감

시키기 위해 엔진 전 후방향의 롤 마운트 위치에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를 장착하였다 능동형 마운트의 장착을 위하.

여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엔진 마운팅 시스템을 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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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방식에서 복합지지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림. 1은 엔

진의 전후방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시제/

품을 보여주고 있다.

차량 평가2.3

대상 차량에 대한 실차 평가는 최초 샤시다이나모에서 수

행되었고 이후 실제 주행시험장에서 주행 평가를 진행하였

다 가변기통 엔진의 작동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주행 조건.

으로 전자식 마운트의 제어 전 후 차량 진동상태를 평가하/

였다,

그림 제어 전후 시트레일 진동 특성2.

그림 는 기어 단에서 완가속시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제2 3

어 전 후의 차량 진동을 샤시다이나모에서 측정한 결과이/

다 기통 주행시 주요 성분인 차 성분이 제어 후 감. 3 C1.5

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제어시 능동형 마운트의 작동이 주성분 외에 주성

분의 고차 조화성분들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향후 마운트 내부 작동기구 및 제어신호의 최

적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샤시다이나모에서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주행시험장에서

의 주행평가를 통해 차량의 실제 주행 조건에서의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작동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은 기어 단. 3 4

에서 으로 정속 주행하여 기통 주행조건에서 전2000RPM 3

자식 능동형 마운트 제어 전 후의 시트레일 진동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기통 으로 주행시. 3 2000RPM

주요 진동 성분 차 인 대역의 진동이 제어시(C1.5 ) 50Hz

이상 저감됨을 확인할 수 있다10dB .

그림 제어 전후 시트레일 진동 비교 단3. (4 , 2000rpm)

결 론3.

가변기통 엔진 및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 장착차량에 대한

주행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의 완가속시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는 차량의 주행1.

상황에 따라 엔진의 주요 가진 성분을 저감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정속주행시 엔진의 주요 가진 성분을 이상 저감시2. 10dB

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의 작동이 주요 가진 성분의 고차3.

조화성분 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도.

하지 않은 고차 성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변화의 예측 및 회피를 위한 연구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전자식 능동형 마운트의 성능 평가

결과는 앞으로 진행되는 전자식 능동형 엔진마운트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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