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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e of reliability measurements of vehicle is estimated by driving mileage but the reliability of 
component, such as an hydraulic clutch system, is defined from the number of successful operational 
cycle. Relationship between these reliability measurement variables(mileage and cycle) should  be 
examined first of all in the reliability estimation of components.  Relationship between mileage and 
cycles is commonly known as linear function. However, the gradient depends on the operational 
environmental condition. Therefore, estimation of mission profile variable should be done with 
correlation analysis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we derive mission profile variable of an hydraulic 
clutch system by field vehicle test and suggest the determination process of durability test parameters 
of  CMC(Clutch Master Cylinder) with mission profile variable.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규제 또한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 

환경규제는 자동차 경량화와 연계되어있고, 이는 

자동차 업계의 생존필수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자동차 설계의 

최적화 및 엔진의 고 효율화, 각종 자동차 부품

의 경량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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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 부품들의 경량화와 더불어 신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고객)의 신뢰성 측정항

목은 주로 운행거리로 평가되며 신뢰성 요구사항

은 운행거리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수명 변수는 

운행거리이며 클러치 시스템의 내구수명시험의 

측정 항목은 변속횟수(cycle)이다. 따라서 실제 클

러치 시스템의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는 이들 수

명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1) 운행거리와 변속회수와의 관계는 일반적

으로 선형관계로 알려져 있다. 운행거리와 변속

회수의 기울기는 mission profile 변수로 정의되며 

이는 자동차의 운행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2) 일
반적으로서 mission profile 변수는 자동차 운행 

환경변수에 따른 시험으로부터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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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leage vs. cycles  of hydraulic clutch system 
  

  본 논문에서는 실차시험을 통해 자동차 운행 

환경 변수 중 mission profile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도출하고, 이들 변수의 관계로부터 클러

치 시스템의 mission profile 변수를 추정한다. 또
한 추정된 mission profile 변수를 사용하였다. 

2. Mission profile 실험 설계

2.1 운행 환경 변수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행 환경 변수는 운전자

의 사용조건 변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으로 사용자

의 경험과 시장조사로 확인된다. 이는 아주 다양

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의 영역을 포함한다.(3~5)

☐ 도로 조건 변수 : 도시/산악지대/일반도로/고
속도로/ 최고 속도(Vmax)

☐ 운행 조건 변수 : 가족 운전자/ 장거리 운전

자/ 도시운전자

☐ 부하 조건 변수 : 적재 중량/ 경사도

☐ 운전자의 운전 습관 : 기어변속/ 가속/ 감속

☐ 차량 운행 분위기 조건변수 : 온도/ 발청/  
오염/ 화학작용

2.2 직교배열을 이용한 실험설계

차량 운행 거리에 따른 페달 작동 회수를 평가하

기 위해  분석 모형의 구축에 있어서 종속변수는 

차량운행거리 당 페달 작동 회수로 정의하였다. 
사용 환경 변수 중 mission profile 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로조건, 부하 조건, 외부 

온도 조건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부하조건은 

주로 상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부하적재량과 관련

된 변수이며, 외부 온도 조건은 여름, 겨울 등 계

절적 영향을 반영하여 평가하는 변수이다. 본 연

구에서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주요

Factor
Level 

1 2 3
(A) Road 
condition City Highway Mountain

(B) Driving 
Time

Morning
(AM07:00-

09:30)

Normal time
(AM 10:00-
PM 5:00)

Night
(PM 9:00

-PM 11:00)
(C) Driver  Beginner Normal Expert

Table 1 Factors and Levels of test

No.
Orthogonal 

array(L9) Factor and level of test

A B C Road Condition Driving Time Driver
1 1 1 1 City Morning Beginner
2 1 2 2 City Normal time Nomal
3 1 3 3 City Night Expert
4 2 1 2 Highway Morning Nomal
5 2 2 3 Highway Normal time Expert
6 2 3 1 Highway Night Beginner
7 3 1 3 Mountain Morning Expert
8 3 2 1 Mountain Normal time Beginner
9 3 3 2 Mountain Night Nomal

Table 2 L9 design table

사용 환경 변수로 도로조건을 선정하였으며 외부 

온도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운행시간 변수와 운전

자 변수를 추가 하였다. Mission profile 실험에 사

용된 실험 인자 및 수준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실험 설계(DOE)에 있어서 실험 횟수를 최

소화하기위하여 3인자3수준 직교배열표(L9 
orthogonal array)를 사용하였다.(6) 직교배열표는 

주로 인자 간 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실험계획법으로 인자 간 교호작용의 분석을 무시

하면 실험회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3인자 

3수준에 필요한 요인배치법의 총 실험점은 으

로 27개가 필요하나 L9 직교 배열표에서는 9번의 

실험점만으로 주 효과 분석이 가능하다.  L9 직
교 배열표를 사용한 실험설계 각 실험점에서 실

험설계는 Table 2 와 같다.
시험차량은 V사 시험 차량인 중형 세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각 실험 단위에서의 주

행거리는 100cycle/km를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즉  

km 당 페달 작동회수를 기준으로 각 실험단위에

서의 데이터 수는 100개로 결정하여 충분한 반복 

효과를 반영하였다. 도로조건은 대구 인근의 도

로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시내도로는 대구도심

의 거리를 선택하였고, 고속도로는 대구 안동 간 

중앙고속도로 구간을, 그리고 산악도로는 팔공산 

인근 산악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방도를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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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변수에 따른 Mission profile 분석

각 환경변수 인자에 따른 mission profile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먼저 시험 장비

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Lab View 분석을 

이용하여 km당 페달 작동 회수를 환산한다. 실제 

시험 모듈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10회/sec의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자료로부터 차량 속도를 

환산한 다음 주행거리 당 페달 작동횟수를 계산

한다. 이 정리된 데이터로부터 통계분석은 

Minitab 및 Excel를 활용하였다.(7)  분석 내용은 

각 실험점에서의 페달 작동회수 분석, 기어 변속 

과정 분석 그리고 인자 별 페달 작동회수 차이분

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3.1 각 실험점에서의 페달 작동 회수 분석

각 실험 점에서 km당 페달 작동회수와 운행 

속도의 기술통계량은 Table 3과 같다. 
실험설계에서 각 실험점에서 운행거리를 100 

km로 설정하였으나 결과측정 자료를 제외한 최

소 운행거리인 71km를 기준으로 정리한 균형 데

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정의하였다. 페달 작동회수

는 전체 운행구간에서 2.524cycle/km 수준으로 평

가되었으며, 표준편차는 3.517cycle/km 수준으로 

실험점 별로 산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mission profile 환경변수에 따라 페달 작

동 회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다. 
도로조건의 각 인자에서 기어변속 횟수를 살펴

보면, 시내도로(city)에서 5.746cycle/km 수준으로 

기어변속 횟수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산악도

로(mountain), 고속도로(highway)순으로 평가되었

다.
 운행시간을 기준으로하면 일반시간(normal 

time), 아침시간(morning), 저녁시간(afternoon) 순으

Fig. 2 Analysis procedures of mission profile

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도로조건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작동회수의 표준편차 또한 도로조건에서

는 시내도로, 일반국도, 고속도로 순으로 나타났

으며, 운행시간에서는 일반시간, 저녁시간, 아침

시간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차이 또한 도로조건

에 비해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실로부터 

도로조건이 운행시간에 비해 페달 작동회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Driving time(B) 
Road Condition (A)

morning
 normal  

time
 evening Total

City

Level of driver(C) Beginner Normal Expert

Cycle of 
Pedal 

operation
(cycle/km)

Mean 5.324 6.282 5.634 5.746
Std.dev 3.714 4.054 4.29 4.027

Max 21 20 24 24
Min 0 0 0 0

90Percentile 9 13 10 10
95Percentile 12 14 11.5 13.4

 driving
speed

(km/Hr)

Mean 31.09 32.08 44.06 35.81

 Std. dev. 14.84 16 17.7 17.18

High-
way

Driver(C) Nomal Expert Beginner

Cycle of 
Pedal 

operation
(cycle/km)

Mean 0.1408 0.268 0.2394 0.216
Std.dev 0.723 1.434 0.6429 0.9954

Max 5 9 2 9
Min 0 0 0 0

90Percentile 0 0 2 0
95Percentile 0 0 2 2

 driving
speed

(km/Hr)

Mean 105.13 102.99 154.16 120.79

 Std. dev. 13.83 12.78 19.72 28.4

 
Moun

-
tain

Driver(C) Expert Beginner Normal

Cycle of 
Pedal 

operation
(cycle/km)

Mean 2.085 1.437 1.31 1.61
Std.dev 2.215 1.574 1.582 1.839

Max 11 7 7 11
Min 0 0 0 0

90Percentile 4 4 3 4
95Percentile 9 8.5 8.5 9

 driving
speed

(km/Hr)

Mean 52.25 42.104 42.715 45.692

 Std. dev. 12.97 5.952 6.204 10.082

Total

Cycle of 
Pedal 

operation
(cycle/km)

Mean 2.516 2.662 2.394 2.524
Std.dev 3.308 3.706 3.536 3.517

Max 21 20 24 24
Min 0 0 0 0

90Percentile 7 8 7.8 7
95Percentile 8.4 10 9.4 9

 driving
speed

(km/Hr)

Mean 62.83 59.12 80.31 67.42

 Std. dev. 34.14 33.66 54.63 42.91

Table 3 Field tes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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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 condition variable Correlation coefficient 
(p-value)

Speed of driving -0.592(0.0)
Engine RPM -0.543(0.0)

Temperature TM housing  0.336(0.0)
Pipe temperature  0.560(0.0)

Outside temperature  0.331(0.0)
Engine temperature  0.559(0.0)

CSC temperature  0.485(0.0)
CMC temperature  0.548(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ngine condition variable & 
clutching cycle

페달 작동회수의 90분위수, 95분위수는 실제 

주행조건에 비해 가속 조건으로서 실제 rig시험의 

설계 시 사용되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치 제

조업체는 rig시험 규격으로 95분위수를 사용한다.  
평균 조건과 rig시험에서 페달 작동회수의 비는

9/2.524=3.57 수준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전체 실험점을 대상으로 페달 작동회수를 평가

하면 실험점 A1B2C2(시내거리, 일반시간, 보통운

전자)가 6.282cycle/km로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

으며, 실험점 A2B1C1(고속도로, 아침시간, 초보운

전자)은 0.14cycle/km 의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차량 운행 속도를 평가하면 시내도로가 35 

km/hour의 값을 보여, 가장 저속으로 운행하였으

며, 고속도로에서 120km/hour로 가장 큰 값을 나

타내고 있다. 운행시간 별로는 일반시간대의 운

행속도가 가장 낮았으며 저녁시간의 운행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 또한 도로조

건에 비해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아침 

시간과 일반시간의 차량 평균 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구간에서의 도로 혼잡

도의 특정 시간대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주행 속도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주행속도의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값을 비교하면 시내도로

에서 변동계수의 값은 17.18/35.81=0.479 으로 가

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속도변화

가 클 때, 변속회수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시험장비로부터 측정된 자동차 주행상태측정 

변수와 페달 작동회수와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4와 같다. 
페달 작동회수는 주행속도 와 엔진 RPM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트랜스미션

Fig. 3 Descriptive statistics of mission profile

하우징(TM Housing) 온도 등 엔진 주변부 온도와

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상관

계수는 p-value 가 0.000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로 고속주행 보다는 저속 주행 시 더 페

달 작동회수가 증가하며, 엔진 주변부 온도가 높

을수록 페달 작동회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나타

낸다. 이결과는 자동화 운행 메카니즘과 관련하

여 저속 주행일수록 엔진 주변부 온도가 높아지

고, 또 저속주행의 경우 기어 변속 횟수가 증가

한다는 사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3.2 운행환경 변수에 따른  Mission profile 차이 분석

본 절에서는 운행환경변수에 따른 mission 
profile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직교 배열표의 주 효과 분석 및 실험 인자와 페

달 작동회수의 분산 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은 다차원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대표적 통계적 분석 방법

으로 각 실험점에서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부터 

산출된 분산 분석 통계량을 사용하여 유의 수준 

하에서 인자 간 차이유무를 검정하는 분석 기법

이다.(8)

본 절에서는 3인자 분산 분석 기법을 적용한

다. 통계적 분석은 Minitab package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6)

먼저 페달 작동회수의 통계 분포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Fig. 3과 같다.
Fig. 3의 왼쪽은 히스토그램과 상자그림 등 페

달 작동회수의 분포특성을 나타내며 오른쪽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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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ig. 4 Main effect of mission profile

평균, 분산,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등 변수

의 대표 값을 나타낸다. 
위 분석결과로부터 페달 작동 회수의 분포 특성

을 살펴보면 Anderson-Darling 검정결과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 이 결과

로부터 분산분석은 비모수적 분석 방법인 일반 다 

변량 분산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인자 간 차이 분석

을 실시한다. 독립변수(운행조건, 운행시간, 운전자

조건)에 대한 분산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Wilks 검정 통계량 등 비 모수 검정 통

계량에서 도로조건은 페달 작동회수에 유의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value=0.000), 운행시간, 
운전자 조건은 유의수준 0.05에서 페달 작동회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0.05). 
페달 작동 회수는 도로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운

행시간, 운전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 따라

Road  condition Distance(km) Ratio(%)

City 43,326 42.4
High way 17,192 16.8
Mountain 41,775 40.8

Total 102,293 100

Table 6 Distribution of road condition

Fig. 5 Distribution of mission profile in Europe

서 페달 작동회수에 가장 중요한 mission profile 변수

는 도로조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선진기업(mission profile 분석)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분석결과 페달 작동회수는 도로조건에 가장 큰 영

향을 받으며 이중 시내도로조건이 가장 가혹 환경인 

것으로 평가된다. 
위의 결과로부터 실제 rig test에서 적용할  mission 

profile 변수는 도로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도로현황으로부터 

도로조건의 분포를 도출하였다. 2005년 기준 국내 도

로현황(9)에 대한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도로현황의 범

주를 mission profile의 도로조건 실험인자와 비교하여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고속도로, 특별광역시도, 시도

는 시내도로, 군도와 지방도로는 산악도로로 분류하

였다. 특히 산악도로의 경우 운행조건이 가혹한 산악

도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군도와 지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위의 분류 기준을 사용하여 국내 도로 분포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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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10 rig test schematic

4. CMC 내구 시험 설계

  

본 절에서는 mission profile 분석결과를 기반으

로 CMC(Clutch Master Cylinder)의 rig 내구 시험
(10,11)인 C10 test 시험 규격을 신뢰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고객의 요구 신뢰성의 변화에 따른 내

구 시험의 모수를 이론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정리한다.
일반적으로 클러치 고객은 자동차 제조사이며,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성 규격은 주행 거리로 주

어진다. 이에 반해 C10 내구시험은 페달 작동회

수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주행거리와 페달 작동

회수간의 관계인 mission profile 분석결과가 적용

된다. 
즉, 고객의 신뢰성 규격은 주행거리 기준 신뢰

성 10 백분위수인 (전체의 10%가 고장날 때 

까지의 주행거리)을 지표로 제시되며, 이를 규격

으로 CMC 내구시험은 설계되어야 한다.  
CMC의 C10 rig 내구시험의 시험장비의 개념도

는 Fig. 6와 같다.(3)

C10 test 시험규격 및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시험에서 시료수는 6개이며 총 

시험 시간은 120만 cycle 이다. 합격 기준은 시험 

시간 중 고장수가 0이다.
신뢰성 관점에서 시험규격은 다음 두 가지 관

점에서 평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관점은 ‘현 

C10 시험규격이 고객의 신뢰성 요구사항과 관련

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B10을 보증 할 수 있는

지’와 관련된 시험 규격의 평가이며, 두 번째 관

점은 ‘고객의 신뢰성 요구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시료 수 및 시험기간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

는지‘ 와 관련된 시험모수(parameter) 설계이다.  
여기서 시험모수는 시료 수(n)와 시험시간(t)이다.

C10 Test Parameter Weibull  shape 
parameter( )

Consumer's 
risk 

level()

B10 
assurance 
(Cycle)

Sample
(n)

Time(t)
(Cycle)

6 1,200,000 3.27 0.4 1,071,232 

Table 7   assurance level(Cylces) of current C10 
test standard

 Assurance 
level(Cycle)

   Assurance level(km)
EUROPE

(km)
KOREA

(km)
1,071,232 198,376 110,550 

Table 8   Assurance level(km) of current C10 
test standard

4.1 현 C10 시험 규격의 평가

일반적으로 클러치 부품을 포함한 기계류 부품

의 수명분포는 와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와이블 분포 하에서 

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모수의 관계는 다음의 식

으로 주어진다.(7)

       ≥
 ln 

  

            (1)

이 식은 소비자 위험()하에서 B10을 보증하기 

위한 시료수(n)와 시험기간 중 허용불량수(c), 그리

고 시험시간(t)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위식에서 는 

와이블 수명분포의 형상모수를 나타내며, 


  은 자유도 2(c+1)의 카이제곱 분포의 

100(1-) 백분위수를 의미한다. 위 식으로부터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 이식으로부터 현 시험 규

격이 보증하는 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ln
 ∙           (2)

위 식을 사용하여 현재 시험 규격이 보증하는 

수준을 계산하면 Table 7과 같다.

위 표에서 와이블 형상모수()는 CMC Field 
data의 고장 자료로부터 추정된 값이다. 신뢰성 

시험에서의 소비자 위험수준()의 결정은 시험 

시료수의 한계 등으로 인해 품질의 샘플링 시험

에 비해 큰 값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수준에서의 소비자 위험은 0.4 수준에서 정

의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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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 100,000km B10=200,000km
n t(cycle) n t(cycle)
1 2,075,621 1 3,755,073 
2 1,679,152 2 3,037,808 
3 1,483,335 3 2,683,551 
4 1,358,413 4 2,457,549 
5 1,268,807 5 2,295,441 
6 1,200,000 6 2,170,959 
7 1,144,744 7 2,070,993 
8 1,098,939 8 1,988,127 
9 1,060,061 9 1,917,790 

10 1,026,450 10 1,856,983 

Table 9  C10 test parameter for B10 assurance level (= 
3.27,=0.4,c=0)

위의 결과에 mission profile 분석결과를 적용하

면 현 시험규격이 보증하는 고객신뢰성수준()

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고객보증 의 환산에 사용된 mission profile

은 페달 작동 회수의 95분위수이며 이는 전체 고

객 중 95%가 만족하는 보증수준을 나타낸다. 분
석결과  현 C10 규격은 국내 기준으로는 고객 요

구조건 수준의 을 보증하며, 유럽기준으로는 

국내 조건보다 다소 큰 수준의 을 보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2 내구 시험 규격의 결정

내구시험규격은 고객요구 이 주어진 경우 

이에 따른 시료수와 시험시간을 산출하는 과정으

로 식 (1)로부터 계산된다. 식 (1)을 사용하여 현 

  수준에서의 시험 모수를 계산하면 Table 9와 

같다.
위 표의 결과는 동일한 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모수(n,t)의 다양한 조합을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신뢰성 내구규격은 허용 고장수(c)를 0으로 

선택한다. 즉 현재 Test 장비의 동시시험 시료수

가 4개로 제한되어 있다면, 현 시험 규격은  n=4, 
t=1,358,413 Cycle 로 치환될 수 있다. 

고객의   신뢰성 요구가 현 수준에서 20만 

km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C10 test 모수의 

설계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식 (1)로부터 산출

될 수 있다. Table 9에서 보면 고객의 이 

200,000km로 증가 할 경우 C10 시험모수는 n=6 
인 경우 시험시간(t)은 217만 cycle 수준으로 증가

하고, n=4일 경우 시험 시간은 245만 cycle 수준

으로 증가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차시험을 통해 자동차운행 환

경변수 중 mission profile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

수를 도출하고, 이들 변수의 관계로부터 클러치 

시스템의 mission profile 변수를 추정하였다. 또한  

추정된 mission profile 변수를 사용하여 클러치 

시스템의 주요부품인 CMC의 내구시험 규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시험 환경변수는 

도로조건, 운행시간, 운전자 조건을 선정하였으며 

분석결과 mission profile은 도로조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mission profile
은 자동차 주행속도의 변화가 가장 큰 시내 주행 

모드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mission profile 분석에 도로조건, 

운행시간, 운전자 조건을 사용하였는데, 이외에도 

부하조건, 외부온도(계절적요인)등 또한 mission 
profile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추후 이에 대한 시험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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