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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ake E-CVVT noise, generally caused by collision sound of roller and cage clearance at idle and driving 
condition, is considerable source of annoyance in passenger cars using the gasoline engine. Main source of 
this noise is the cam torque variation of an intake E-CVVT system, and can be controlled by clearance 
decrease such as backlash reduction, but which may increase the manufacturing cost. Thus in this paper, 
most effective solution for low noise intake E-CVVT was achieved through not only reduction of backlash 
and cam angular acceleration but also improvement of vehicle transfer system, which is optimal configuration 
through acoustic sensitivity optimization of engine mount support bracket. 

 

1. 서

 론 

최근 들어 우리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자동차가 

단순히 운송수단이 아닌 현대인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한 필수품으로 여겨지는 만큼 자동

차 실내에서 발생되는 소음들이 주행 안락함의 중

요한 척도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고

객중심의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내소음을 향

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본  론 

2.1 흡기 전동 CVVT 개발 필요성 

일반적으로 자동차 실내에서 발생되는 시스템에 

의한 소음은 안락감 및 주행상품성의 중요한 척도

로써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 소음 중에서 

특히 엔진 작동 조건에 따라 흡기 밸브 개폐 시기

를 전기모터를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가변시킴으로

써 연비 및 응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흡기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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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VT(Continuous Variable Valve Timing)(1)의 경

우 아이들 및 주행시 일정주기 간격으로 타음성 소

음이 발생(600~750Hz 주파수 대역)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흡기 전동 CVVT 소음에 대한 최적

화 설계 및 튜닝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엔진의 캠토크 변동에 의한 

롤러와 케이지, 롤러와 스프로켓간의 충돌음에 기인

한 전동 CVVT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엔진 및 차

량 전달계에 대한 최적화를 통하여 저소음화를 구

현하였다. 즉 전동 CVVT 내부의 롤러와 케이지,         

스프로켓 내치 및 롤러 사이 간극의 조합(이후 백래

쉬)을 줄임으로써 엔진 소스에 의한 가진력을 제어

하려고 하였고, 엔진마운트/차체에 대한 강성 보강

으로 차량 전달계를 개선함으로써 중형 세단 차량

의 NVH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2 흡기 전동 CVVT 소음 발생 메카니즘 

(1) 흡기 전동 CVVT 작동 원리 

흡기 전동 CVVT는 기본적으로 CVVT 기구를 

전기모터로 정밀 제어하여 연비 및 저온 시동시 배

출가스 저감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가진다. Fig.1

에서와 같이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흡기 

CVVT 기구의 커넥터에 전류가 인가되면 전기모터

가 편심베어링의 편심력을 이용하여 회전을 하게 

되고 캠샤프트도 이에 따라 회전을 하면서 흡기 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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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 타이밍을 가변 시켜 밸브의 개폐 시기를 결정지

어 준다. 

 

 
   Fig.1 Structure of an Intake E-CVVT 

 

(2) 흡기 전동 CVVT 소음 발생 현상 및 원인 

흡기 전동 CVVT는 로터와 아웃풋 샤프트가 60

대 1의 감속비를 가지며 회전하는데, 이 때 아웃풋 

샤프트는 캠샤프트와 직결과 연결되어 로터의 60회

전은 캠 1회전, 로터 360도는 캠 6도(크랭크 12도)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작동된다. 흡기 전동 CVVT

의 작동시 감속기 내부의 롤러와 케이지 및 스프로

켓 치형 사이에 백래쉬가 존재하는데, 이 백래쉬가 

과다할 경우 엔진 구동시 흡기 캠의 토크 변동(2)에 

의해 롤러와 케이지/스프로켓과의 과다 충돌로 인해 

타음성 소음이 크랭크 12도 주기로 발생하게 된다

(Fig.2 참조). 

 

 
Fig.2 Noise Transfer Path of an Intake E-CVVT 
 

2.3 흡기 전동 CVVT 소음원 개선 

(1) 흡기 전동 CVVT 소음원 분석 

본 연구에서는 흡기 전동 CVVT 소음원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보기 위해 모토링 및 엔진 대상에

서 전동 CVVT 내부의 롤러와 케이지, 스프로켓 내

치 및 롤러 사이 간극 변화에 따른 소음 평가를 수

행하였다. 평가 조건은 아이들 650rpm 조건에서 

캠의 각도를 1도씩 올려가면서 CVVT 커버 진동과 

10cm 방사소음을 측정하였다. Fig.3은 롤러 간극

(롤러와 스프로켓 내치간의 간극)과 케이지 간극(롤

러와 케이지 간의 간극)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백래쉬는 롤러 간극과 케이지 간극의 조합으로 나

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백래쉬가 클수록 전동 

CVVT 소음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3 Roller Clearance and Cage Clearance 

 

그리고 아래의 Fig.4는 백래쉬를 종합적으로 측정

하는 실험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백래쉬 측정시 

간극들간의 조합에 따라 최대 백래쉬와 최소 백래

쉬가 존재하는데 이 중 최소 백래쉬는 저온 시동성

이나 주행 구간에서의 CVVT 작동성(응답성)과 관

련이 있고, 최대 백래쉬(이후 백래쉬)는 소음과 관

련이 있다. Fig.5는 백래쉬와 엔진 소음의 상관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백래쉬 0.15deg 이하품

에서는 소음이 OK 수준이나 0.15deg 이상품에서는 

소음이 NG 수준이었다. 이로부터 백래쉬의 값을 줄

이는 것이 충돌에 의한 타음성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Fig.4 Experimental Setup for the Backlash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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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Correlation between Backlash and Engine Noise 
 
다음의 Fig.6은 아이들 650rpm 유지시 백래쉬별 

차량 실내소음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차량 실

내소음에 대한 청감평가시 기준을 잠시 살펴보면 

양산가능한 소음 수준(7 & 7+)과 양산은 가능하지

만 개선이 필요한 소음 수준(7-), 그리고 양산이 불

가능 소음 수준(6+)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수준

은 7+의 경우 소음에 대해 아주 민감한 고객들도 

불만이 없는 수준을 의미하고, 7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은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일부 민감한 고

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7-의 경우 민감하지 않은 고객들도 일부 불만을 제

기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6+의 경우 모든 고

객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양산 불가 수준을 의

미한다(3). 그러므로 아이들시 NVH 개발목표 수준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백래쉬 0.1deg 이하로 관

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6 Noise Evaluation as Backlash of an Intake E-CVVT 

 
(2) 흡기 전동 CVVT 백래쉬 개선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시 흡기 전동 CVVT 소음을 

개선하기 위해 백래쉬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백래쉬의 경우 시작 초기 사양 0.45deg의 수준이었

는데, 이 때의 소음 수준은 매우 심한 충격 소음(청

감평가결과 6- 수준)을 보였다.  

그래서 우선 롤러 간극을 줄이기 위해 롤러 그레

이드 세분화하고 스프로켓 내치 정밀도를 향상하였

으며, 전동 CVVT의 동축도도 향상시켰다. 또한 케

이지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베어링 외경 상세 그레이

드화 작업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파일럿 단계에서

는 최대 백래쉬가 0.25deg 수준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러나 Fig.6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 수준도 아

직은 양산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케이지 홈에 

대한 선삭 가공 장비 등을 추가함으로써 백래쉬를 

0.21deg 수준으로 개선하였으며 수율 또한 10% 이

상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2.4 엔진 및 차량 전달계 개선 

(1) 엔진 전달계(헤드커버) 개선 

본 연구에서는 흡기 전동 CVVT 소음을 근본적으

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소스 측면에서 백래쉬를 개

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잔존하는 소음원들의 제거를 

위하여 엔진 및 차량 전달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우선 흡기 전동 CVVT가 캠샤

프트와 직결로 장착되어 있고 그 위에 헤드커버가 

장착되는 관계로 엔진 구동상태에서의 헤드커버 거

동 모드를 보기 위해 Fig.7과 같이 헤드커버에 대한 

RMA(Running Mode Analysis)(4)를 수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헤드커버 PCV(Positive Crankcase 

Ventilation) 챔버에서 각각 653Hz, 730Hz 공진모

드가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Fig.7 RMA Test of the Engine Head Cover  

 
그리하여 흡기 전동 CVVT에서 발생되는 소음원

이 엔진의 헤드커버를 가진하여 방사됨으로써 실내

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Fig.8과 같이 헤

드커버에 대한 강성을 2차에 걸쳐 보강하였다. 우선 

1차에서는 PCV 챔버부 및 브리더 챔버부에 각각 

리브를 적용하여 보강하였고, 2차에서는 헤드커버부

(전방/중앙/측면)와 고압펌프 측면에 리브를 적용하

여 헤드커버에 대한 강성을 보강하였다.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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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는 엔진 대상에서 아이들시 전방 1m 소음(체

인커버 부위)을 측정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강성 

보강 사양이 Base 사양에 비해 전동 CVVT 주 소

음 영역인 600~750Hz 대역에서 약 3~3.5dB 저감

됨을 알 수 있었다. 

 

 
Fig.8 Stiffness Reinforcement of the Engine Head Cover  
 

 
Fig.9 Comparison of an Engine Front 1m Noise Level 
 
(2) 차량 전달계(엔진마운트) 개선 

헤드커버를 통한 방사소음 이외에 아이들시 흡기 

전동 CVVT 기인 소음이 차량 전달계를 통해 

어떻게 실내로 유입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문제 

영역에서 차량 전달계 진동 및 실내소음을 

측정하였다. 차량 전달계는 각각의 엔진마운트들과 

차체쪽 진동을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650Hz 주파수 

대역의 전동 CVVT 소음이 RH 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을 타고 엔진마운트를 통해 더욱 증폭된 

상태로 차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실내소음으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10은 문제의 RH 

엔진마운트부에서의 차체 입력점 강성을 측정한 

것이다. Fig.10(b)의 음향감도 결과를 보면 차체쪽  

엔진마운트가 600~700Hz 대역에서 음향 피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대역에서의 음향 피크는 

전동 CVVT 소음을 실내로 잘 전달시켜 아이들시 

소음 문제로 부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평가를 진행하였다. 

 
(a) RH Engine Mount      (b) Acoustic Sensitivity 
Fig.10 Vehicle Input Point Stiffness of an Engine Mount  
 

소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문제 영역에서의 음

향 피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석상으로 문

제 주파수 이격을 위한 정규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

다. 정규 모드 해석은 일반적으로 주파수 분리 및 

음향감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매스 댐퍼를 이

용하여 중량별 고유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Fig.11은  

매스 댐퍼 선정을 위한 해석 및 평가를 수행한 결

과이다.  

먼저 Fig.11(a)의 해석 결과를 보면 엔진마운트 

상하 모드(1st 모드)의 고유주파수는 중량을 증대할

수록 점점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엔진마운트 좌우 모드(2nd 모드)의 고유주파수도 

중량을 증대할수록 전동 CVVT 문제 주파수 영역

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매스 댐퍼의 중량은 400g의 경우 2nd 모

드가 Base에 비해 37Hz나 이격을 시켰지만, 여전

히 문제 주파수 영역인 600Hz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960g의 경우는 고유주파수를 562Hz로 

낮추었을 뿐만아니라 진동량도 낮아져 소음 저감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중량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동 CVVT에 의한 공진이 문제가 되는 

엔진마운트 좌우 모드의 고유주파수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RH 엔진마운트 서포트 브라켓에 960g

의 매스 댐퍼를 각각 다른 형상(분포매스형과 집중

매스형)들에 대해 소음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Fig.11(b)의 아이들시 차량 실내소음 평가 결과를 

보면 Base 사양에 비해 960g 분포매스 적용시 

600~700Hz 대역의 차량 실내소음이 2dBA 개선됨

을 알 수 있었고, 960g 집중매스 적용시에는 실내

소음이 최대 5dBA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960g 이상(최대 1300g)의 집중매스를 적용할 경우 

좌우 모드의 고유주파수는 낮아지지만, 소음 저감 

효과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이들시 실내소음 

저감을 위한 최적의 매스 댐퍼를 960g 집중매스 형

태로 최종 선정하였다(백래쉬 0.15deg 이하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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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Mode Analysis Result for the Mass Damper 

 

 
(b) Interior Noise Level at Idle Condition 

Fig.11 Analysis and Test for the Mass Damper Selection 
 

2.5 전동 CVVT 소음 검출을 위한 EOL 설정 

(1) 양산 EOL 장비(캠각가속도) 타당성 검증 

앞서 흡기 전동 CVVT 소음원 개선을 위해 백래

쉬를 저감하였고, 엔진 및 차량 전달계를 개선하기 

위해 헤드커버 및 엔진마운트의 형상을 최적화하였

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은 백래쉬 측정이 

기본적으로 양산 EOL(End of Line)에서 전수 수작

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대량 양산 체제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백래쉬를 대체

할 새로운 측정치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본 연구에

서는 흡기 캠 토크 변동이 롤러 및 케이지 간극간

의 충돌을 야기시켜 타음성 소음이 발생되는 원리

에 착안하여 흡기 캠의 토크 변동값을 직접 측정하

기로 하였다. Fig.12는 양산 EOL을 위한 캠각가속

도 측정장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장비는 벨트를 이

용하여 캠샤프트를 구동시키고 캠샤프트 앗세이 끝

단에 엔코더를 설치하여 캠각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 장비이다.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상

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캠샤프트를 300rpm 회

전 조건으로 전동 CVVT에 일정 전류를 인가후 캠

각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12 Experimental Setup for the Angular Acceleration 

 

아래의 Fig.13은 약 100대의 전동 CVVT 샘플 

에 대해 백래쉬와 캠각가속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두 인자에 대한 회귀분석(5) 결과 89.1%의 

높은 상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래의 

회귀곡선으로부터 백래쉬 0.15deg가 캠각가속도 

1000rad/s2에 상응하는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백래쉬를 대체할 새로운 소음 검출 인자인 

캠각가속도의 경우 기존 백래쉬에 비해 반복성 

측면에서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양산 EOL 장비의 캠각가속도 기준치를 

1000에서 750 rad/s2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캠각가속도 650~1000rad/s2 영역의 샘플들 

(총 15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타당성 검증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캠각가속도 750rad/s2 

이하의 경우는 모두 소음이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백래쉬 0.15deg를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하여 판정치를 750rad/s2 

으로 설정하고 750rad/s2 이상품에 대해서는 

백래쉬 0.15deg 이하를 만족하는 위치를 정한 후 

OK품으로 하여 출하하기로 하였다. 

 

 
Fig.13 Correlation Relation Curve between Backlash and 
Cam Angular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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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산 EOL 장비(백래쉬) 소음 강건성 향상 

본 연구에서는 엔진 및 차량평가를 통해 양산 

EOL 장비의 측정치들에 대한 소음 기준치를 정하

였다. 앞서 캠각가속도 측정치에 대해서는 장비 편

차에 대해 보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음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백래쉬에 대해서는 소음 강건성 확보를 

위해 장비나 사람에 의한 측정 편차나 측정 구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즉 이전에는 정확한 

백래쉬 측정을 위해 아주 작은 CVVT 각도(캠 6도)

내에서 매우 미세하게 움직이며 구간별 백래쉬를 

수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전 방법은 롤러

와 케이지간의 가공 편차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서 측정 구간을 단지 로터 1회전(캠 6도)에 대해서

만 백래쉬를 측정한 것인데, 실제로는 롤러와 케이

지간의 가공 편차가 존재하였던 관계로 CVVT 각

도가 변함에 따라 백래쉬도 계속 변하게 됨을 알수 

있었다. 그리하여 백래쉬 값들에 대한 측정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백래쉬 측정을 최소한 CVVT 작동 

각도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측정 구간에 대한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또한 소음 강건성 확보를 위

해 이전의 백래쉬 도출 방식을 이동 평균값 산출 

방식에서 피크치 산출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추가적

인 백래쉬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마지

막으로 앞서 설정한 작동 구간내에서 기준치를 초

과시 다른 각도로 전환하여 기준치에 들어올때까지 

반복 측정을 함으로써 수율 증대(약 20% 증가) 효

과도 더불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6 최종 개선 사양에 대한 차량 검증 

앞서 양산 EOL 장비의 측정치들(백래쉬 및 캠각

가속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강건성 향상 방안을 

방해 최종적으로 소음 기준치를 정하였다.  

 

 
Fig.14 Vehicle Validation about Final Noise Improvement 
 
위의 Fig.14는 이러한 소음 기준치를 만족하는 최

종 개선 사양들에 대해 차량에서 소음 검증을 수행

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아이들시 전동 CVVT 소

음 발생 영역인 600~750Hz 대역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솔린 중형 세단차량의 흡기 전동 

CVVT 소음원에 대한 엔진 및 차량 전달계의 형상 

최적화 개발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전동 CVVT 소음의 지배적인 인자인 백래쉬 

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과 캠각가속도에 대한 새로

운 소음 판별 기준치 설정을 통해 아이들시 소음 

문제로 대두되었던 흡기 전동 CVVT 소음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였다.  

(2) 양산 EOL 장비의 백래쉬 측정시 CVVT의 작

동 구간에 대한 측정 범위를 기존 대비 6배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백래쉬 측정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CVVT 작동 구간내에서의 반복 측정을 통해 

낮은 백래쉬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소음 강건성과 

더불어 수율을 향상시켰다.  

(3) 흡기 전동 CVVT 자체의 소음원 개선 및 엔

진쪽 전달계(헤드커버 강성 보강)와 차량쪽 전달계

(엔진마운트 공진점 회피)에 대한 개선(최대 5dB)

으로 인해 아이들시 실내 정숙성을 구현함을 물론 

NVH 상품성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효과를 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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