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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시험 방법을 활용한 자동차 도어 플레이트 모듈 슬램 내구 평가
Evaluation on Slam Resistance of Door Plate Module 

Using Vibration Te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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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lam testing is a mandatory testing process to evaluate the fatigue resistance of a door plate mod-
ule before delivering it to car makers. This process is very hard job to complete it since the testing 
facilities are considerably expensive and the required testing time is relatively very long, i.e. more 
than eight days for a single specimen. In this paper, an accelerated testing method of a door plate 
module is proposed using vibration test equipment instead of the current one by exposing to the crit-
ical excitation of a door glass. Under the proposed excitation method, the similar testing result can 
be evaluated within less than two hours. The suitability of the proposed testing method was demon-
strated by comparing failure modes of both the current testing method and the proposed one.

* 

1. 서  론

자동차 도어 모듈이 양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운

전자가 도어를 열고 닫는 동작을 모사한 슬램 시험

을 통과하여야 한다. 슬램 시험은 일반적으로 차량

에서 도어를 열고 닫는 경계조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유압 작동기를 활용하여 반복 동작을 함으로써 도어 

모듈의 내부 부품들에 대한 내구성을 평가하는 시험 

과정이다. 도어가 닫히는 순간 주방향으로 15 g 이

상의 충격 성분이 도어 내부에 인가되기 때문에 하

부 부품들 간의 연결 지점들 중 일부 취약한 부분들

에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1~5). 

이 시험은 도어 모듈이 차량 상태에서 노출되는 

상황과 유사한 경계조건 아래 시험이 수행되기 때문

에 내구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반면, 한 

번의 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특히, 전체 도어 모듈의 시작품이 준비되

어야만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어 플레이트 모듈 

등을 생산하는 전문 업체들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기존 연구에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도어 모듈에 

대한 슬램 시험을 수행하여 내구성을 예측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으며(1~5), 일부 연구에서는 도어 슬램에 

대한 소음 품질 등이 연구되었다(6,7). 최근 도어 슬

램 시험의 가속화 관련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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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가속화된 시험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

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 못한 상황이다(8~10). 
이 연구에서는 도어 유리의 공진 현상에 의해 플

레이트 모듈의 취약 부위에서 크랙이 발생한다는 시

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진동 시험기를 활용

하여 슬램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속화된 진동시

험 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일반 슬램 시험에서 측

정된 가속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축 시험장비 시뮬

레이션을 통해 다축 진동시험을 수행하여 피로파손 

모드를 관찰하였다. 이후 다양한 크기의 단축 가진 

시험을 통해 기존의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슬램 시

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속화된 단축 진동 시험 방법

을 제안하였으며, 제품 관련 수명식도 도출하였다.   

2. 기존의 도어 플레이트 모듈 시험 방법

전문 생산 업체에서 보유중인 슬램 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H社에서 양산중인 2,700CC 급의 도어 모

듈에 대한 슬램 시험을 진행하였다. 도어 플레이트 

내부 및 외부에 8개의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시

험 도중 발생하는 응답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였으

며, 도어의 열고 닫음은 유압 실린더를 활용하여 회

전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도어 슬램 시험 장면을 Fig. 1(a)에 나타내었

으며, 8개 가속도 데이터 측정 위치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Fig. 2와 같이 도어 플레이트 

하단부(#1, Fig. 1(b) 참고)에서 크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크랙은 약 68,000~70,000번 시험 후부

터 육안 관찰되었다.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취약 부

위 지점에서 다수의 크랙이 발생된 후 성장하였으

며, 결국 리벳으로 고정된 도어 유리의 지지점이 도

어 플레이트로부터 떨어져나갔다. 서로 다른 8개 측

정 위치(Fig. 1(a) 참고)에서 측정된 가속도의 주파수 

성분을 Fig. 3에 도시하였다. 100 Hz 미만 주파수 

영역에서 4개의 공통적인 주요 응답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시험 방법은 실차 

상태와 매우 유사한 경계조건 및 하중 조건이 인가

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 시

험 환경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시험 시간도 한 개 시편에 대해 8일 이상이 소요

되기 때문에 도어 플레이트 개발 과정에 큰 장애가 

(a) Testing jig with hydraulic actuators

(b) Sensor locations of accelerometers

Fig. 1 Configuration of current slam testing of door 
plate module

Fig. 2 Detection of the hot spot at door module 
from a slam testing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험 방법으로 플레이트 

모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품 개선을 통해 동일 

시험 절차로 다시 검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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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tral acceleration response during a slam 
testing 

된다. 만약, 이 시험 방법을 가속화된 시험 방법으

로 대체할 수 있다면 도어 플레이트 개발 시간 단축

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다축 가진 장비를 활용한 슬램 특성 평가

슬램 시험에서 측정된 Fig. 3의 시간영역 데이터

를 실험실에서 재현하기 위해 다축 가진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여 진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3축 가속

도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가진 프로파일을 도출하

였으며, 8개의 가속도 데이터 중 도어트림 부분에 

장착된 4개의 가속도 데이터에 대해서 시편의 거동 

제어를 하였다. 시험결과 기존의 시험 방법과 유사

한 부위에서 유사한 피로파손 모드로 크랙들이 발생

하였다. Fig. 4는 다축 가진 시험을 통해 획득한 크

랙의 형상이며, Fig. 5는 다축 가진 시험 장면을 나

타낸다.
시험 결과 다축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Fig. 4의 크

랙은 슬램 시험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 부위

(Fig. 2 참고)에서 관찰되었다. #1, #2, #3 순으로 크

랙의 발생 및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4 부분에서 크

랙이 원주 방향으로 발생하여 결국 리벳 부분이 도

어 플레이트 모듈로부터 떨어져나갔다. 이와 같은 

크랙의 진행 현상은 2장에서 언급한 슬램의 경우와 

유사한 파손 모드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

차 도어 플레이트 시험은 진동 시험을 통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만, 이 시험을 통해  

Fig. 4 Crack propagation with multi-axial vibration 
testing 

Fig. 5 Configuration of door plate module using mul-
ti-axial vibration simulator 

도어의 열고 닫는 동작은 다축가진 조건에 의해 70 % 
이상 감소시킨 효과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하나의 시

편에 대해 2일 정도의 시험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

문에 단축 가진 시험 등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시

험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시험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험을 

통한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며, 고

가의 다축 진동 시뮬레이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4. 단축 가진 장비를 활용한 슬램 특성 평가

이 연구에서의 단축가진 시험은 실제 시험에서 

측정된 가속도 신호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개념

인 다축진동과 다른 개념으로써, 조화함수 혹은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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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al testing result of door plate module
Mode Frequency(Hz) Damping(%)

1 23.7 0.49

2 35.9 0.33

3 61.3 0.60

4 74.0 0.41

5 90.8 0.37

6 117.4 0.44

Table 2 Modal testing result of door glass
Mode Frequency(Hz) Damping(%)

1 20.64 5.45

2 26.22 10.5

3 53.28 9.34

4 104.16 6.22

신호 형태로 진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가

진 주파수 범위는 슬램 시험에서 측정된 가속도 신

호(Fig. 3 참고)의 주요 주파수 대역인 100 Hz 이하

로 한정하였다. 단축가진 주파수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대상 부품의 고유진동수를 먼저 확인하였다. 
대상물은 시험 시편을 구성하는 주요 부품인 도어 

플레이트 모듈 및 도어 유리로 한정 하였으며, 시험 

결과를 Table 1 및 Table 2에 각각 제시하였다. 모달 

시험 방법은 가진 해머를 이용하여 가진 위치를 고

정한 다음 측정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주파수 응답함

수를 계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도어 유리는 

자유 경계 상태에서 모달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도

어 플레이트 모듈은 도어 모듈 전체에서 경계 조건 

변경 없이 모달 시험을 수행하였다.
슬램 시험에서 측정한 응답 성분(Fig. 3 참고)과 

단품 모달 결과들을 비교해 보면, 1, 2차 저주파 영

역에서 도어 유리는 상대적으로 유사한 공진점을 가

지고 있으나 플레이트 모듈은 그렇지 않다. Fig. 3의 

응답 성분과 Table 2의 도어 유리 공진주파수의 차

이는 경계조건의 상이함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즉, 
Fig. 3의 응답은 Fig. 1(a)와 같이 차량의 BIW(black 
in white) 상태에서 슬램 시험 후 측정한 가속도 결과

이지만, 유리의 공진점은 자유 경계 상태의 도어유리

에서 추출한 시험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어 

(a) First mode(20.64 Hz)

(b) Second mode(26.22 Hz) 

Fig. 6 Mode shape of door glass

플레이트 모듈의 경우 슬램 시험에서와 동일한 경계 

조건에서 시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진점과 

응답 성분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도어 유리를 도어 모듈 전체에서 실시하지 못한 이

유는, 도어 유리가 움직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리 

가이드와의 접촉 조건이 불안하여 측정 주파수 응답 

성분들의 재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슬램 시험에서 측정한 가속도 응답성분(Fig. 3 참

고)과 단품에 대한 모달 시험 결과의 비교를 통해 

100 Hz 이하의 도어 유리 공진 주파수 성분들을 조

합한 파형을 단축 가진하면 동일한 파손 모드를 재

현해 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Fig. 3의 4개의 응답 피크 성분들을 고려하여 다

양한 조건으로 사전 진동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결론

적으로 Fig. 4의 #1, #2, #3의 크랙 성분이 18.5 Hz의 

진동 성분과 연관성이 있으며, #4의 크랙은 29.5 Hz 
성분과 관계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Fig. 6의 도어 유리 

모드 형상에 기인한 것으로 1차 모드와 2차 모드가 

서로 다른 형태로 리벳 부분에 응력 집중을 유발하

여 국부 파손 모드를 이끌어낸 것이다. 53.28 Hz 이

상의 고차 모드의 경우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취약 

부위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 연구에서

의 가진 성분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단축 가진 프로파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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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주파수 성분 결정뿐만 아니라 각 주파수 성분

들의 상대적인 가진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가진 주

파수 성분들의 상대적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

로 이 연구에서는 슬램 시험에서 측정한 Fig. 3의 

응답 성분들을 활용하였다. 취약 부위인 도어 플레

이트 하단부에서 측정된 가속도(Fig. 3의 #1) 크기는 

첫 번째 성분 대비 두 번째 성분이 2.64배(Fig. 7 참

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Fig. 7의 응답 성

분들의 차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2개 가진 

주파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전체 가진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진동 가진 환경의 가혹도를 조

절하였다. Fig. 8은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단축 시험 

장면을 보여준다. 
단축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2개의 시편을 사용하여 가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유사 지점에서 Fig. 4에서의 초기 크랙(#1 혹은 #2)과 

같은 크랙이 육안 관찰 되었을 경우 시험을 중단 하

였다. Table 3은 2개 시편에 대해 4가지 서로 다른 

Fig. 7 Power spectral density of acceleration response 
at hot spot of door plate module in slam test-
ing

Fig. 8 Configuration of specimen and its jig fixtures 
for uni-axial vibration test 

가진 크기에 따른 초기 크랙 발생 시간을 정리한 것

이다. 편차가 있으나 가진 크기에 비례하여 크랙 발

생 시간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가진 크기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해 최소 10번 이상

의 다양한 조건에 대해 선행 시험이 반복되었다. 시

험 결과, 0.1624 g2/Hz 보다 작은 경우에는 크랙 파

손 시간이 1일 이상 소요되어 가속시험에 대한 장

점을 가질 수 없었다. 가진 크기가 0.3574 g2/Hz 이

상으로 선정될 경우 과도한 진동 크기에 의해 도어 

유리가 플레이트 모듈에 직접 부딪혀 소성 변형을 

야기하였다. 
이 시험을 통해 단축 가진 크기와 초기크랙 발생 

시점에 대해 관계식을 실험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초기 크랙 발생 위치에서 대한 시간을 하나의 변수

로 선정(T)하고, 가진 크기(E)를 또 다른 변수로 가

정할 때, 2개 변수를 각각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면 

아래 식 (1)과 같은 선형적인 근사 관계가 도출된다.

log≅log (1)

이 시험 식을 활용하여 가진 크기에 따른 도어 

플레이트 모듈의 파손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

험 대상 2개 시편이 모두가 양산 승인을 받은 제품

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대한 슬램 내구 신뢰성 평

가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도어 플레이

트 전문생산 업체는 기존 8일 이상이 소요되었던 슬

램 시험을 단축가진 시험으로 대체함으로써, 2시간 

이내에 평가를 마무리하여 제품 개발 기간을 획기적

Table 3 Result of uni-axial vibration testing

Amplitude
(g2/Hz)

Duration(s)

Specimen I Specimen II
0.1624 6552 8160

0.2851 1440 1928

0.3248 1440 1350

0.3574 1011 1038

Table 4 Comparison of testing durations for different 
testing methods

Method Duration(s)
Slam testing 720,100

Multiaxial vibration testing 170,478
Uni-axial vibration testing 8,16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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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Table 4는 3가지 검증 방법

에 대한 시험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도어 플레이트 모듈에 대한 기존

의 슬램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속화된 진동 시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슬램 시험이 진동 가

진기를 통해 대체 시험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축 가진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검증 시험을 수행

하였으며, 파손 모드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

하였다. 보다 가속화되고 간단한 시험 조건을 도출

하기 위해 기존 슬램 시험에서 측정된 응답 및 시편

의 동적 특성을 평가하여 저차의 도어 유리 공진 모

드가 주요한 파손 인자임을 도출하였다. 유리의 공

진점으로 구성된 가속화된 단축 시험 방법론을 수립

하였으며, 가진 크기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 유사 파

손모드의 내구수명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단일 부품에 대해 8일 이상 소요되었던 

시험 절차를 2시간 이내의 가속화된 단축 상사 시

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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