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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Do : 벨로우즈 주름의 외경 

Di : 벨로우즈 주름의 내경 

t : 벨로우즈 구성 판넬 두께 

s : 벨로우즈 두께(구성 판넬 두께 합) 

Rr : 벨로우즈 주름의 아래쪽 반경 

Rc : 벨로우즈 주름의 위쪽 반경 

h : 주름의 높이 

V : 벨로우즈 주름의 부피 

m : 단위길이당 등가 질량 

ρ : 벨로우즈 밀도 

k : 주름의 축방향 강성 

c : 주름의 비틀림 강성 

Rm : 등가 반지름 

sp : 등가 두께 

ρp : 등가 밀도 

Ep : 등가 탄성계수 

Gp : 등가 전단계수 

Key Words: 벨로우즈(Bellows), 등가 보(Equivalent beam),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초록: 배기계는 엔진 및 현가계와 함께 차량의 주요 가진원 중의 하나이다. 배기계는 엔진과 직접적으

로 연결된 시스템으로서 차체와의 연결 마운트를 통하여 엔진 구동 시의 진동을 차체로 전달한다. 따라

서 배기계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배기계 진동특성을 예측해야 하고, 배기계의 주요

부품인 벨로우즈의 정확한 특성을 묘사해야 한다. 그러나 벨로우즈는 복잡한 형상으로 인하여 특성을 

예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설계 단계에서 벨로우즈에 대한 등가 변환 이론이 적용되었지만, 구간

에 따라 주름의 크기가 달라지는 차량용 벨로우즈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

요소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차량용 벨로우즈의 모델링 기법을 제시하고, 그 정확성을 실험결과와 비교하

여 입증하였다. 

Abstract: The exhaust system i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vibrations, along with the suspension system and engine. 

When the exhaust system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engine, it transfers vibrations to the vehicle body through the 

body mount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the vibrations transmitted from the exhaust system,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exhaust system should be predicted. Thus,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bellows, which form 

a key component of the exhaust system, must be modeled accurate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model the bellows 

because of the complicated geometry. Though the equivalent beam modeling technique has been applied in the design 

stage, it is not sufficiently accurate in the case of the bellows which have complicated geometrie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improved technique for modeling the bellows in a vehicle. The accuracy of the modeling method is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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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기계의 벨로우즈 시스템은 엔진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배기가스로 인한 축방향 변형이나 

엔진의 진동으로부터 배기계의 변형, 파손, 진동 

그리고 소음등의 요인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벨로우즈 시스템은 아우터 브레이드

(Outer Braid), 벨로우즈(Bellows) 그리고 인터락

(Interlock)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강성을 담당하는 벨로우즈의 경우 

여러 겹의 판넬을 겹쳐 주름관 형태로 제작된다.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배기계의 진동특

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형상을 

가지는 벨로우즈의 강성이 정확히 표현되어야 한

다. 벨로우즈 시스템만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을 세밀하게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

다.(1,2) 하지만 완성차 단위의 유한 요소 해석에서 

작은 크기의 벨로우즈 시스템을 복합한 형상 그대

로 모델링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벨

로우즈의 단면 특징 표현을 위해서는 1~2mm 의 

요소 크기를 적용해야 하지만, 이 때에는 벨로우

즈 자체의 요소 수가 배기계 전체의 요소 수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벨로우즈 시스템을 

단순화한 형태로 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벨로우즈를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은 

벨로우즈의 정강성 시험 값을 유한 요소 해석 모

델링에 입력하는 방법이다.(3) 첫 번째 방법은 강성 

수치만을 입력하면 되므로 모델 수정이 자유롭고 

시험 값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락 및 아우

터 브레이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상 6 자유도의 

모든 방향의 강성 시험을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

에 특정방향의 시험 값만을 모델링에 사용하게 된

다. 따라서 방향 별 시험 값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석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주름의 크기가 일정한 벨로우즈

를 등가 변환하여 보 요소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벨로우즈의 형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벨로우즈 단품의 물리적 거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4) 이와 같은 방법은 벨로우

즈 각각의 주름의 특성은 표현할 수 없지만 벨로

우즈 전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또한, 차량 혹은 배기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실

물 벨로우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의 강성

값 확보가 쉽지 않지만 벨로우즈 성능 확보를 위

해 강성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등가 보 모

델링 방법은 설계데이터로부터 직접 벨로우즈의 

강성 특성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

에서 배기계 혹은 차량 단위에서의 진동 혹은 소

음 성능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등가 보 모델링은 근사화 기법이기 때문에 실물

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등가 

모델링을 구현해야 한다. 벨로우즈는 양 끝단, 중

간 부분, 끝단과 중간 부분을 이어주는 천이구간

등의 강성 특성이 서로 달라 구간에 따른 근사화

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벨로우

즈 대표단면의 강성 특성만을 적용하여 왔다.(4~6) 

따라서 벨로우즈 구간 근사화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등가 변환 방법은 차량 설계 단계에서 효

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등가 변환 모델링 방법을 

발전시켜, 벨로우즈의 끝단인 캡 구간 및 주름의 

크기가 달라지는 천이구간을 고려한 벨로우즈 등

가 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이 천

이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보다 벨로우즈 

강성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벨로우즈 단품에 대한 정특성 시험 값을 직접 사

용한 벨로우즈 해석 모델과 제안된 등가 보 벨로

우즈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각각의 벨로우즈 모델

을 결합한 차량 해석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

을 수행하였다. 벨로우즈를 포함한 배기계 해석결

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정확도를 확인하

였고 제안된 등가 보 모델링 기법의 활용 가능성

을 입증하였다. 초기 설계단계에서 차량 및 배기

계의 진동 소음 성능을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벨로우즈 등가 보 모델링 

2.1 벨로우즈 시스템의 구조 

벨로우즈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아우터 브래이드, 

 

 
Fig. 1 Structure of the bellow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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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한 형태로 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로 벨로우즈를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은 

벨로우즈의 정강성 시험 값을 유한 요소 해석 모

델링에 입력하는 방법이다.(3) 첫 번째 방법은 강성 

수치만을 입력하면 되므로 모델 수정이 자유롭고 

시험 값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락 및 아우

터 브레이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험의 특성상 6 자유도의 

모든 방향의 강성 시험을 수행하기 곤란하기 때문

에 특정방향의 시험 값만을 모델링에 사용하게 된

다. 따라서 방향 별 시험 값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석 정확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주름의 크기가 일정한 벨로우즈

를 등가 변환하여 보 요소로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벨로우즈의 형상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벨로우즈 단품의 물리적 거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4) 이와 같은 방법은 벨로우

즈 각각의 주름의 특성은 표현할 수 없지만 벨로

우즈 전체의 거동을 표현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또한, 차량 혹은 배기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실

물 벨로우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물의 강성

값 확보가 쉽지 않지만 벨로우즈 성능 확보를 위

해 강성 특성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등가 보 모

델링 방법은 설계데이터로부터 직접 벨로우즈의 

강성 특성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

에서 배기계 혹은 차량 단위에서의 진동 혹은 소

음 성능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등가 보 모델링은 근사화 기법이기 때문에 실물

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등가 

모델링을 구현해야 한다. 벨로우즈는 양 끝단, 중

간 부분, 끝단과 중간 부분을 이어주는 천이구간

등의 강성 특성이 서로 달라 구간에 따른 근사화

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계에서는 벨로우

즈 대표단면의 강성 특성만을 적용하여 왔다.(4~6) 

따라서 벨로우즈 구간 근사화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등가 변환 방법은 차량 설계 단계에서 효

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등가 변환 모델링 방법을 

발전시켜, 벨로우즈의 끝단인 캡 구간 및 주름의 

크기가 달라지는 천이구간을 고려한 벨로우즈 등

가 보 모델링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방법이 천

이구간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방법보다 벨로우즈 

강성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벨로우즈 단품에 대한 정특성 시험 값을 직접 사

용한 벨로우즈 해석 모델과 제안된 등가 보 벨로

우즈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각각의 벨로우즈 모델

을 결합한 차량 해석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

을 수행하였다. 벨로우즈를 포함한 배기계 해석결

과를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정확도를 확인하

였고 제안된 등가 보 모델링 기법의 활용 가능성

을 입증하였다. 초기 설계단계에서 차량 및 배기

계의 진동 소음 성능을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벨로우즈 등가 보 모델링 

2.1 벨로우즈 시스템의 구조 

벨로우즈 시스템은 Fig. 1 과 같이 아우터 브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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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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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우즈 그리고 인터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우터 

브래이드는 벨로우즈 시스템의 보호 및 감쇠 요소의 

역할을 하며, 인터락은 감쇠 요소, 벨로우즈는 강성 

요소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이러한 벨로우즈는 여러 겹의 철판으로 이루어

진 주름관 형태로, 복잡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유

한요소 모델링 기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요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벨로우즈를 

형상 그대로 유한요소 모델링 한다면 벨로우즈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요소의 개수가 배기계 유한요

소의 개수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배기계 및 차

량 해석모델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이다. 

한편, 벨로우즈를 파이프 형태로 등가 변환한 

후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은 간단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벨로우즈의 복잡한 

형상특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  

등가 보 요소를 이용하여 차량용 벨로우즈를 보

다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2 와 같이 벨로우즈를 형상에 따라 2 개의 캡(Cap) 

구간, 2 개의 천이(Transition) 구간 그리고 1 개의 

선형(Linear) 구간으로 나누었다. 캡 구간은 벨로우

즈가 배기계의 다른 부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천

이구간과 선형구간보다 고강성 구조이다. 천이구

간은 캡 구간에서 시작하며 주름의 크기가 변하는 

구간으로, 캡 구간에 인접한 주름이 없는 구간과 

주름의 크기가 변하는 구간으로 구분 된다. 가운 

 

 
Fig. 2 Sections of a real bellows model and equivalent 

transformed model of the vehicle bellows  

데 위치한 선형구간은 일정 크기의 주름이 연속되

는 구간이다. 벨로우즈를 모델링하기 위해 파이프 

형태로 등가 변환할 때, 이러한 각 구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파이프의 반지름, 길이, 두께, 

탄성계수, 전단계수 그리고 밀도등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 

 

2.2 선형구간의 등가 모델링 

선형 구간에 해당하는 등가 보의 경우, 등가 보

의 길이는 벨로우즈 선형구간의 길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Fig. 3 에 등가 변환의 개념 및 변수를 

나타내었다. 반지름(Rm)은 주름관의 외경(Do)과 내

경(Di)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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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보의 두께(sp)는 등가 평판이론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7) 벨로우즈가 n 장의 판넬로 제작

되었다면, 등가 두께(sp)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ti 는 i 번째 판넬의 두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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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파이프의 밀도(ρp)는 변환 전, 후의 질량이 

같다는 사실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주름관의 

질량은 재료의 밀도(ρ)에 주름관의 부피를 곱하여 

알 수 있다. 형상이 반복되는 주름관의 특성 상 

주름 하나의 부피(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V 2π 2m r c r cR R R h R R sπ= + + − −      (3) 

 

Rr 은 주름의 아래쪽 반경, Rc 는 주름의 위쪽 

반경, h 는 주름의 높이, s 는 벨로우즈의 두께를 

의미한다. 위에서 계산한 부피에 밀도(ρ)를 곱하

면 주름 하나의 질량을 알 수 있고, 이를 주름 
 

 
Fig. 3 The concept for equivalent beam transformation of 

the be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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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축방향 길이(2Rr+2Rc)로 나누어 주면 등가 

보의  단위길이당  질량 ( m ) 을  알  수  있다 . 
 

( ) ( )ρ2π 2
m

2( )

m r c r c

r c

R R R h R R s

R R

π + + − −  =
+

   (4) 

 

등가 보의 단위길이당 질량(m)을 등가 보의 

단위길이당 부피로 나누어 주면 등가 밀도(ρp)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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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1/2 의 축방향 강성계수(k)는 식 (6)으로 

정의된다. Cf 는 무차원 상수로 주름의 형상을 

통해 결정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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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nc 개라고 하면 주름 전체의 축방향 

강성(kT)은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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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파이프의 축방향 강성(kp)은 식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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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는 등가 파이프의 탄성계수이며, ����

2���	�
는 등가 파이프의 단면적이다. 등가 보의 

축방향 강성(kp)이 주름 전체의 축방향 강성(kT)와 

같다고 하면 등가 재료의 탄성계수(Ep)는 식 (9)와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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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1/2 의 비틀림 강성(c)은 식 (10)으로 

정의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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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nc 개라고 하면 주름 전체의 비틀림 

강성(cT)는 식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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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파이프의 비틀림 강성(cp)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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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p 는 등가 파이프의 전단계수이고 Kp 는 

등가 파이프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로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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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전체의 비틀림 강성(cT)과 등가 파이프의 

비틀림 강성(cp)을 같다고 하면 등가 재료의 

전단계수(Gp)는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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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이구간의 등가 모델링 

천이구간 등가 보의 경우 등가 두께(sp)는 

선형구간과 동일하지만 주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천이구간을 주름이 없는 구간, 첫번째 

주름 구간, 두번째 주름 구간으로 나누어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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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캡 구간 및 천이구간을 무시하지 않고, 형

상 특성을 고려하여 구간마다 달라지는 강성을 해

석모델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4. 차량 장착상태 배기계 진동 해석 비교 

벨로우즈 모델링에 따른 배기계의 해석 정확도

를 비교하기 위하여 배기계의 차량 장착 조건에서

의 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등가 보 모델링 방법과 스프링 

요소 모델링 방법을 비교하였다.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여 벨로우즈를 모델링하는 방법은 시험 물

성을 적용한 스프링 요소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모델 변경이 용이 하지만, 모델링을 전

적으로 실험 데이터에 의존해야 하며 실험으로 제

공되지 않은 자유도의 강성을 전혀 고려할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차량 장착상태 해석은 상용 

해석 소프트웨어 MSC.NASTRAN(9)을 사용하였으

며, 가진점 및 응답점은 Fig. 7 과 같이 진동 절연 

부시 4 지점(M1, M2, M3, M4)과 배기계와 벨로우즈 

연결 지점(B1)으로 정하였다. 각 지점을 x, y, z 방

향으로 가진하고 가진방향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

였다.  

해석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8 에  

FRF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를 통해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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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배기계의 진동해석이 시험결과와 더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기계의 경

우 30Hz 이하의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배기계의 

강체 모드가 분포하며, 벨로우즈의 강성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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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올라갈수록 배기계의 탄성모드 영향이 

높아지며 배기계 모드는 배기계 구조의 영향을 받

는다. Fig. 8 에서 알 수 있듯이 벨로우즈의 영향이 

지배적인 30Hz 이하의 저주파수 영역에서 해석결

과들의 차이가 크고 등가 모델링 방식의 해석 정

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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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등가 보를 이용한 벨로우즈 모델

링 기법을 제안하여 차량장착 상태의 배기계 진동

해석의 정확성을 향상시켰으며, 등가 보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등가 보 모델링 기법은 차

량용 벨로우즈의 천이구간 및 캡구간의 형상특성

을 고려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이다. 

(1) 벨로우즈의 형상을 고려하여 구간 별로 등

가 변환한 모델링 방법 경우 정확도가 높으며 벨

로우즈 단품 시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

를 입증하였다. 

(2) 스프링 모델과 등가 보 모델의 벨로우즈를 

차량 장착조건으로 구현하여 진동 전달함수를 비

교한 결과 등가 보 모델의 결과가 시험 결과와 뛰

어난 일치성을 보였으며, 등가 모델링 기법의 우

수성을 검증하였다. 

(3) 본 연구를 통하여 벨로우즈를 장착한 배기

계의 해석 정확도를 향상시켰으며, 차량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진동 성능을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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