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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차량의 정숙성 향상을 위한 연구이다.(1) 따라서 

자동차관련 연구는 특수 부분의 소음진동 개선을 위

한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중이며, 특히 이 중에서도 

자동차 도어의 BSR(buzz, squeak, rattle) 소음의 개

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2) 이 연구에

서는 자동차 도어의 신칭(조임용 걸쇠) 소음을 개선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신칭도어래치 부분의 진동

특성을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고 소음 및 진동 개선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도어래치의 

모듈 플레이트의 진동특성을 파악하여 주요설계 인

자를 도출하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진동저감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도어 모듈 플레이트

는 판(plate) 형상이며 따라서 비틀림 진동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틀림 진동을 유발하는 주요 진동

모드를 분석하여 설계변경을 적용하고자 한다. 

2. 실험

Fig. 1은 신칭도어래치가 부착된 도어 모듈 플레

이트의 진동실험을 위한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플

레이트의 구속조건은 자유-자유 구속조건을 적용하

였으며 진동 측정위치는 모두 56 포인트를 선정하였

다. Fig. 2에서와 같이 실험을 위한 기준위치는 2곳

(#1, #39)을 기준위치로 정하였다. 주파수 분석기는 

LMS의 Test Lab을 사용하였으며 가속도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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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Type 4507), 임펙트 해머는 Endevco(type 
2302-100)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측

정 주파수 범위는 250Hz 까지로 하여 진동측정 및 

모드 형상을 살펴보았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은 진동측정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1차 모드 고유진동수는 약 16.9Hz, 2차 모드에서는 

약 19.2Hz의 고유진동수를 나타내었다. Table 1에

Fig. 1 Experimental setup

Fig. 2 Standard position for test(#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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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No. 1st 2nd 3rd 4th 5th

Natural 
frequency[Hz] 16.9 19.2 36.6 64.2 122.8

Fig. 3 Natural frequency

Table 1 Natural frqeuency of doors latch

는 최저차 5개의 진동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4는 최저차 2개의 진동모

드에 대한 모드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 도

어 모듈 플레이트는 파워 액추에이터 장착부분인 

#39번 위치에서 4차, 8차, 그리고 11차 진동모드에

서 비틀림 진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
계변경을 통하여 액추에이터 장착부에 강성 보강 비

드를 추가하여 비틀림에 의한 진동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액추에이터 진동이 볼트

와 같은 강체로 인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조립부는 최대한 소프트한 고무댐퍼를 적용하도

록 하면 진동 및 소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되어 진다.

4. 설계변경

  Fig. 5는 진동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적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액추에

이터의 진동이 도어 모듈 플레이트에 그대로 전달되

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하여 볼팅되어지는 

4개의 부분을 고무댐퍼를 적용하여 설계한 것이다. 
설계변경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지속적인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a)first mode

(b)second mode
Fig. 4 Mode shape of cinching doors latch

Fig. 5 Chang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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