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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 하우징의 방사 소음 저감을 위

한 하우징의 형상 설계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기존의 엔진식 차량과 달

리,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고주파

순음 특성을 나타내는 기어 와인 소음이 탑승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농

업기계 산업에서도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를 통한 친환경 차량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소음 문제 해결을 통해 탑승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을 고려하여, 기어박스의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고,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

의 소음과 전체 소음을 비교하였다.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로부터 기어

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으로 인한 방사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 소음원을

분석하였다.

모델의 동적 거동은 고유진동수, 모드 형상, 댐핑과 같은 고유한 동특

성에 의해 결정이 되며,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동특성을 잘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

험적인 모드 해석을 통해 실제 하우징의 동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해석적

인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우징 구성 요소 수준에서 조립품



수준까지, 단계별로 재료의 물성치와 요소 간 접촉 방법을 변수로 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고 검증하였다. 기어, 베어링 및 축과 같은 내부

기계요소의 경우 축소 모델 기법을 통해 부분 구조로 모델링하여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하우징 형상 변화에 따른 베어링 반력이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가진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우징의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모델을 이용

하여 등가 방사 파워를 해석하였다. 입력축의 회전 방향에 따라 해석 모

델에서 작동 중 변형 형상과 탄성 변형 에너지 해석을 통해 취약부를 분

석하였으며, 취약부 보강을 위한 설계 영역을 지정하였다. 방사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는 설계 영역의 최적화된 재료 분포를 얻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을 도입하였다. 최적화 전과 후 등가 방사 파워 최댓값은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정격 속도를 기준으로 최소 약 2.7 dB에서

최대 약 9.7 dB까지 감소하였다.

주 요 어 :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 기어 와인 소음, 유한요소모델 개선,

위상 최적화

학 번 : 2018-2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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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차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농업기계 산업에서도 파워트레인

(powertrain)의 전동화를 통한 친환경 차량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동식

차량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McFadzean & Butters,

2018). 특히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동력원이

엔진에서 전동기로 대체되고 있다(Hong et al., 2016). 이와 함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간공학적 설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여, 농업기계

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평가하고 저감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esso et at., 2015).

그러나, 전기차에서의 소음 문제는 기존 엔진식 차량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한다(Govindswamy & Eisele, 2011). 전동식 동력운반차의 전동

기는 엔진식 동력운반차의 엔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회전 속도

와 낮은 토크로 작동된다. 따라서 전동식 동력운반차의 주행 속도를 엔

진식 동력운반차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감속용 기어박스(reduction

gearbox)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전기차의 파워트레인은 전동기, 단일 기

어비의 감속기(single-speed gear reduction) 및 차동장치로 구성된다(De

Santiago et at., 2012).

기존 엔진식 차량의 경우, 엔진이 주된 소음원이었으나, 전동식 차량

은 엔진 소음이 사라지면서 전동기 구동으로 인한 전동기 및 기어박스가

주된 소음원으로 부각되고 있다(Park et al., 2012).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주요 소음원은 전자기 가진, 인버터 스위칭 및 기어 와인(gear whine)이

며, 고주파 영역에서는 기어 와인이 음질(sound quality)에 지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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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Fang & Zhang, 2018). 주행 중 발생하는 전동기와 기어박스의

소음은 엔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주파 특성을 보이며 회전 속도에

따라 전동기의 토크 리플 주파수(torque ripple frequency)와 기어박스의

기어 물림 주파수(gear mesh frequency)에서 특유의 순음(pure tone

noise)이 발생한다.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하는 순음은 시스템의 고

유진동수와 일치하여 공진을 일으키고 소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Bassett

et al, 2014). 순음은 고주파 영역에서는 히싱 소음(hissing noise)1)으로,

저주파 영역에서는 부밍 소음(booming noise)2)으로 작용하며 높은 주파

수일수록 더 큰 불쾌감을 주게 된다(Meunier et al, 2004). 따라서 탑승

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용 전동식 동력운반차의 소음 저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어박스에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어 설계를 최적화하여 기어에서 발생하는 가진력

(excitation force)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하우징

을 고강성 설계하여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다(Kim et al, 2008).

그 이유는 기어에서 발생한 가진력이 축과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으로 전

달되어 하우징 구조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기

어박스의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기어의 최적 설계와 하우징 고강성 설계

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어 설계의 경우, 시스템의 동력 전달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어 재설계 시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기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최적 설계된 기어라 할지라도 기어 제작 시

발생하는 제작 오차(manufacturing error)와 조립 오차(assembly error)

에 의해 가진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우징의 고강성 설계는 소

1) 실내 소음 중 고주파 대역(1,000 Hz 이상)에서 발생하는 날카로운 소리

2) 실내 소음 중 저주파 대역(30-200 Hz)에서 발생하여 압박감을 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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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진동 취약부의 형상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 설계 이후에도

비교적 쉽게 하우징의 형상 수정이 가능하여 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형상 설계에 따른 방사 소음 수준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

지 않아 경험에 의존하여 설계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 가진력에 따른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과 이

로 인한 방사 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하중 특성을

고려한 기어박스의 소음과 진동 측정 및 분석,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소음과 진동 해석 결과의 도출과 기어박스 하우징의 고강성

설계를 수행하여 기존 경험에 의존적이었던 형상 설계 최적화 프로세스

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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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전기차 기어박

스의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주 소음원 및 가진력을 명확히 구명해야 한

다. 또한, 형상 설계를 통해 방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신뢰성이 검증된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하여 형상 설계 최적화를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ⅰ) 전기차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을 고려한 주 소음원

및 가진력 분석을 수행하고, ⅱ) 신뢰성 있는 해석 모델의 개발을 위하

여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고 검증하며, ⅲ) 음향 파워(sound power) 해

석을 통해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하여 형상 설계 최적화를 수행한

다. 또한, ⅳ) 최적화 결과에 따른 소음과 진동 수준의 변화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을 파악하고,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른 소음과 진동 측정을 통해 구조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을 일

으키는 소음원을 분석한다. 또한, 전체 소음 수준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

는 가진력을 명확히 구명한다.

2) 유한요소모델을 통한 소음과 진동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실험적 모드 해석(experimental modal analysis, EMA)을 수행하여

실제 모델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한요소모델을 개선 및 검

증한다. 또한, 하우징 형상 설계에 따른 가진력의 전달 특성 변화를 고려

하기 위하여 내부 기계요소에서 기어 물림에 따른 일정한 가진력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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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도록 모델링한다.

3) 기어 가진력에 의한 기어박스의 소음을 음향 파워 해석을 통해 소

음이 크게 발생하는 작동 조건을 파악한다. 이 작동 조건에서 작동 중

변형 형상(operating deflection shape, ODS)과 탄성 변형 에너지 해석

(elastic strain energy, ESE)을 통해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한다. 취

약부 분석을 통해 설계 영역을 지정하고, 방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며, 최적화 결과에 따른 소음과 진동 수준의 변화

를 비교한다.



6

3. 연구사

3.1 기어박스의 소음과 진동 측정 및 분석

Brecher(2017) 등은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 분석을 위하여 2단 기어열

로 구성된 간단한 실험 모델을 제작하여, 기어열 1단과 2단의 소음 수준

을 비교하였다. 기어 가진력에 의한 구조기인 소음(structure-borne

noise)의 측정을 위해 회전 가속 센서(rotational acceleration sensor)와

마이크로폰(microphone)을 이용하였다. 기어열 1단과 2단의 물림에 의한

차수(order) 성분에 따라 소음을 분석한 결과, 1단의 물림이 상대적으로

고속에서 작동하여 소음 수준에 지배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

음 설계 시, 기어열 1단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Fang(2018) 등은 전동식 파워트레인(electric powertrain)의 소음 특성

의 분석을 위해 마이크로폰을 통해 방사 소음을 측정하고, 가속도계를

베어링 블록(bearing block)에 장착하여 소음과 진동을 측정하였다. 전자

기적 소음과 인버터 소음, 기어 와인 소음으로 구분하여 소음과 진동을

분석하였으며, 고속에서 고주파 성분의 기어 와인 소음이 음질에 지배적

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21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음질을 평가한

결과, 전동식 파워트레인의 경우 기존의 엔진과 달리 고주파 특성을 나

타내어 더 큰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Utakapan(2017) 등은 기어박스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에 따른 소음

특성을 평가하였다. 기어 소음을 속도, 주파수 및 차수(order)의 세 가지

범위에서 평가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어박스의

설계 단계에서 기어 치형의 수정은 특정 하중 조건뿐만 아니라 동력전달

계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작동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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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한요소모델 개선

Moyne(2002) 등은 기어박스의 소음 해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유한요소

모델의 개선을 위해 실험적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탄성 번지(elastic

bungee)를 이용하여 자유단(free-fee) 경계 조건을 구현하고, 쉐이커

(shaker)를 이용하여 하우징을 가진하였다. 쉘(shell)로 모델링된 하우징

의 두께를 조정하고, 해석 모델의 고유진동수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

해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였다.

Schedlineski(2004) 등은 자동차의 차체(body in white, BIW) 유한요

소모델의 개선을 위하여 기존 경험에 의존하던 방법이 아닌 전산적인 방

법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실험적 모드 해석과 유한요소 모드 해

석의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모드 형상(mode shape)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 변수로 영률(Young’s modulus)을 사용하였으며

반복 계산을 통해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였다.

Kim(2012)은 고세장비 항공기의 공탄성 안전성을 해석적으로 검증하

기 위하여 실험적 모드 해석으로 동특성을 분석하고 유한요소모델을 개

선하였다. 또한, 일부 구조의 밀도를 제거한 후 절점(node)에 집중된 질

량으로 분포시킴으로써 모델의 크기를 감소시켜 해석 시간을 단축시켰

다. 복합재로 이루어진 항공기의 재료 특성을 고려하여 유한요소모델의

개선을 위한 최적화 변수로 복합재 적층 요소의 물성치와 연결 구조물의

영률을 이용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요 모드의 최적화 변수를 추

출하였으며 개선 전과 후 고유진동수와 맥(modal assurance criterion,

MAC)값의 비교를 통해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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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음 저감을 위한 형상 설계

하우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리

브(rib) 설계를 진행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경험과 가정에 의존적이라

는 문제가 있다. Zhang(1991) 등은 리브 패턴에 따른 동적 거동을 비교

적 간단한 형상인 쉘(shell)에 리브를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그들은 리브

형상의 파라미터 스터디(parameter study)를 통하여 고유 주파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삼각 리브(triangular rib)의 높이, 두께 및 폭에 대하여 고

유 주파수를 최대화하는 형상을 찾고자 하였다.

Inoue(2002) 등은 기어박스 하우징의 소음과 진동 저감을 위하여 강성

보강재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설계와 진동 에너지

(vibration energy) 및 음향 파워를 비교하여 진동 저감 설계와 소음 저

감 설계가 일치함을 보였다. 또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기인 소음

(structure-borne noise)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심 주파수 영역에 존재

하는 모드의 진동 에너지를 감소시켰으며, 베어링과 하우징 고정부 사이

에 보강재를 위치시켰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Liang(2018) 등은 변속기 기어박스의 동적 성능 개선을 위해 위상 최

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하우징의 형상을 수정하였다. 기어박스에 작용하

는 동적 하중을 구현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베어링 자리의 부하를 계측하

였으며,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최적화 이후, 하

우징의 무게가 감소하였으며, 고유진동수가 증가하였다.

Won(2011) 등은 전기자동차 전동기의 고주파 전자기력에 의한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하여 전동기 하우징의 최적 설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

다. 전동기에 대한 소음 시험 분석을 통해 소음원을 파악하고, 관심 주파

수 영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전자기력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전

동기 하우징의 반경 방향으로 일정한 가진력을 가하였다. 관심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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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표면 진동 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를 통해 리브 설계 방안을 제시

하였다.

Cho(2009) 등은 변속기 하우징의 보강 위치 선정을 위하여 위상 최적

화를 수행하였다. 다물체 동역학을 이용하여 변속기 축의 비틀림으로 인

한 진동 특성을 평가하고, 기어 래틀(rattle)의 영향을 고려하여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으로 전달되는 불규칙한 가진력을 구하였다. 변속기 하우징

의 고유진동수를 기어 래틀의 가진 주파수 영역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

여 동강성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우징의 보강 위치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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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

4.1 연구 대상체

농업용 동력운반차(utility terrain vehicle, UTV)란 농경지 내에서 가

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적재 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 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반 기계를 말한다. 농업용 동력운반

차의 등록을 위한 기준 사양은 표 4.1과 같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Riding type Walking type

Max. travel speed, km/h below 30 below 7

Loading capacity, kg 300 – 1,000 80 - 500

Loading area, ㎡ above 1.0 above 0.5

Table 4.1 Registration standard for agricultural UTV

국내에서는 현재 농업용 전동식 차량을 생산 또는 개발 중에 있으며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판매량이 매년 20 % 이상 성장하면서 전동기를 동

력원으로 하는 전동식 동력운반차로 대체되고 있다(Hong et al, 2016).

본 연구의 대상 차량은 7 kW 급 전동기가 장착된 농업용 동력운반차이

다. 국내에서 생산된 농업용 전동식 동력운반차와 연구에서 사용된 차량

은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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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 ‘D’ Corp. ‘S’ Corp.
Research

Object

Model

Application

Agriculture,

Leisure,

Industry,

Environment

Agriculture,

Industry,

Environment

Agriculture,

Industry,

Environment

Agriculture,

Industry

Table 4.2 Examples of agricultural E-UTV

본 연구에 사용된 농업용 전동식 동력운반차의 기어박스는 정격 속도

2,650 rpm에서 작동되며, 입력축, 중간축 및 출력축의 2단 기어열로 구성

된다. 기어박스 하우징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하였으며, 그

림 4.1과 같이 차동기어장치(differential gear)를 이용하여 단일 전동기로

양쪽 차륜에 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Fig. 4.1 Gearbox model for agriculture electric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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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어 와인 소음

기어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공오차, 조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정

렬(misalignment) 및 작동 상태에서 기어 물림 강성(mesh stiffness)의

변동(variation)으로 인한 치변형은 기어 가진력의 변동 즉, 전달 오차

(transmission error)를 발생시킨다. 기어 가진력은 축과 베어링을 통해

전달되어 하우징의 구조 진동으로 인한 방사 소음을 발생시키며, 이때

발생하는 소음을 기어 와인 소음(whine noise)이라고 한다. 기어 와인은

특정 주파수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순음(pure tone noise) 특성을 나타내

므로 탑승자에게 더 큰 불쾌감을 준다. 이러한 주파수는 축의 회전 속도

와 기어의 잇수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를 기어 물림 주파수(gear mesh

frequency)라고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농업용 전동식 동력운반차 기어

박스의 경우, 2단 감속 기어열로 구성되어 있다. 1단은 잇수 14 개의 피

니언과 잇수 46 개의 기어로 구성되어 감속비는 3.29이며, 2단은 잇수 21

개의 피니언과 잇수 79 개의 기어로 구성되어 감속비는 3.76으로 전체

기어박스의 감속비는 12.36이다. 그림 4.2는 2단 감속 기어열의 구성과

기어의 잇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동기의 구동에 따라 입력축의 회전 속도가 결정되면 기어열의 감속

비에 따라 중간축 및 출력축의 회전 속도가 결정된다. 기어 물림으로 인

해 발생하는 가진 주파수는 식 (4.1)과 같이 각 축의 회전 속도와 기어

잇수에 따라 결정되며 정수배마다 하모닉(hamonic) 성분을 갖는다.

GMFshaft rotational speed(Hz)×number of teeth× (4.1)

where, GMF : gear mesh frequency, Hz

 : integer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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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정격 속도에서 입력축, 중간축 및 출력축 회전 속도는 표

4.3과 같다. 정격 속도에서 기어 물림 주파수는 표 4.4와 같다.

Fig. 4.2 Gear train of reduction gearbox.

Part
Rotational

speed, rpm

Rotational

speed, Hz
Gear ratio

Input shaft 2,650 44.2
Stage 1 : 3.29

Mid shaft 806.5 13.4

Stage 2 : 3.76
Output shaft 214.4 3.6

Table 4.3 Rotational speed at rated speed

GMF, Hz 1st 2nd 3rd 4th

Stage 1 618.3 1,236.7 1,855.0 2,473.3

Stage 2 282.3 564.6 846.8 1,129.1

Table 4.4 Gear mesh frequency at rated speed



14

4.3 소음과 진동 측정 및 분석

4.3.1 오더 분석

기어박스의 소음원을 분석하고 관심 주파수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의 측정이 필요하다. 기어박스와 같이 회전체가 주요 가진원

인 경우, 구성 요소인 축, 기어와 베어링은 각각 회전 속도, 기어 잇수,

베어링의 전동체 특성에 따라 가진 주파수가 정해진다. 따라서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라 소음과 진동의 수준을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하게 되는

데, 이러한 과정을 오더 분석(oreder analysis)이라고 한다. 오더 분석을

통해 소음원을 분석하고 관심 주파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오더 분석

을 위해서는 회전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타코미터(tachometer), 소음과

진동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과 가속도계가 필요하다. 기어박스를 실제

작동 조건과 동일하게 작동시키기 위하여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를

이용하여 입력축에는 속도 제어를, 출력축에는 토크를 제어하였으며, 출

력축에 장착된 토크 미터(torque meter)를 이용하여 가해준 토크를 측정

하였다. 오더 분석 시험의 구성은 그림 4.3과 표 4.5와 같다.

(a) Picture of test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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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ncept of test layout

Fig. 4.3 Test layout for ord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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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Model Specification

Data
acquisition

B&K

3560-B-130

5 ch. signal analyzer

Freq. range: 0-25.6 kHz

Input voltage range: 10 V(peak)

DEWE

43A

16 ch. signal analyzer

Analogue voltage range

Digital voltage range

Toque meter
HBM

T22/1KNM

Nominal torque : 1 kNm

Nominal speed : 20,000 rpm

Output signal : ±5 V and 10±8 mA

Tachometer

B&K

MM-0024

Combined infra-red transmitter/receiver

Maximum Distance : 800 mm

Operating speed range : -20,000 rpm

ONO
SOKKI

MP-981

Magnetic detector

Frequency range : 1-20 Hz

Operating speed range : -20,000 rpm

Microphone
B&K

4190-L-001

Sensitivity : 50mV/Pa

Dynamic range : 15-148 dB

Frequency range : 3.15-20,000 Hz

Accelerometer
PCB

352C68

Sensitivity: 10.2 mV/(m/s2)

Freq. range: 0.5-10,000 Hz

Table 4.5 Specification of test equipment for order analysis

4.3.2 시험 결과 및 분석

마이크로폰과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소음과 진동 수준은 데시벨

(decibel) 단위로 음압 레벨(sound pressure level, SPL)과 가속도를 그림

4.4와 같이 나타내었다. 시험 대상체에 장착되는 전동기의 정격 속도가

2,650 rpm인 것을 고려하여 구동 범위를 약 1.5배로 설정하여 4,000 rpm

까지 구동하였다. 주파수 분석을 위한 주파수 범위는 기어열 1단(stage

1)의 기어 물림 주파수에 대해 4차 하모닉 성분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4,000 Hz까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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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pressure level

(b) Acceleration

Fig. 4.4 Results of noise and vibration measurement.



18

그림 4.5와 같이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른 음압 레벨과 가속도 레벨

의 주파수 분석 결과에서 소음과 진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가

회전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어박스의

주 소음원은 기어, 베어링, 축과 같은 회전체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어 물림 주파수와 비교하였을 때 주 소음이 기어로부

터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약 3,000 Hz 주위에서 높게 나타난 소음

은 진동 데이터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소음이 기어박스의 구조

진동에 의해 발생한 방사 소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회전 속도와 무

관한 일정 주파수 성분과 회전 속도에 따라 V자 형상으로 변조(side

band)된 성분이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소음으로 인버터의

스위칭 소음과 변조된 소음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으로 인한 방사 소음의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

버터 스위칭 소음에 대한 분석과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는 진행하지 않

았다.

그림 4.6과 같이 회전 속도를 정격 속도 2,650 rpm으로 고정하고 소음

과 진동을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하여 주파수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60 dB(A) 이상의 소음을 나타낸 3개의

주요 소음 중 2개의 소음이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이었으며, 나머지 한

개의 소음은 진동 데이터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값으로 인버터 스위칭 소

음의 변조 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저주파 구간(300-400 Hz)에서 나타난

높은 소음 값들은 그림 4.7과 같이 기어박스의 주파수 응답 함수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400 Hz 주

위의 고유진동수에 의한 공진(resonance) 효과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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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pressure level

(b) Acceleration

Fig. 4.5 Analysis of noise and vibration measurement by gear mes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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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FFT Results of noise and vibration at rated speed

Fig. 4.7 FRFs of test assembled gea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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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소음 데이터에서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만을 추출하여 입력축

회전 속도에 따라 전체 소음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기어 물림 주

파수는 4,000 Hz까지 측정된 기어열 1단과 2단에 대해 각각 4차 하모닉

성분까지 추출하였다. 그림 4.8에서 전체 소음은 입력축 회전 속도에 따

라 약 64 dB(A)에서 82 dB(A)까지 발생하였다. 기어열 1단에서는 1차

하모닉 성분과 2차 하모닉 성분이 전체 소음 수준 대비 10 dB(A) 이내

의 수준으로 소음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 특히 1차 하모닉의 경우,

1,500-2,000 rpm 구간과 3,000-4,000 rpm 구간에서 기여도가 높았으며, 2

차 하모닉의 경우, 2,000-3,000 rpm 구간에서 기여도가 높았다. 기어열 2

단에서는 모든 하모닉 성분이 전체 소음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 사용된 기어박스에서 구조 진동으로 인한 주 소음원으로 기어열

1단의 1차 하모닉 성분과 2차 하모닉 성분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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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ar mesh stage 1 – 1st to 4th harmonics

(b) Gear mesh stage 2 – 1st to 4th harmonics

Fig. 4.8 Sound pressure level comparison to overall versus gea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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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약 및 결론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하우징 형상 설계를

수행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어박스의 와인 소음은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순음 특성을 나타내

며, 이 주파수는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소음과 진동 분석을 위하여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오더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측정 결과, 공진에 의

한 저주파 영역의 소음, 기어 물림 주파수에 대한 소음 및 인버터 스위

칭 소음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을

회전 속도에 따라 전체 소음 수준과 비교하여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어열 1단의 1차 하모닉 성분과 2차 하모닉 성분이 주 소음원으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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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한요소 해석 모델 개발

5.1 유한요소모델 개선 및 검증

유한요소(finite element, FE)모델을 이용하여 기어박스 하우징의 동적

거동(dynamic behavior)을 해석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FE 모델이 실

제 하우징의 동특성(dynamic propoerty)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Schedlineski et al., 2004). 고유진동수(natural

frequency), 모드 형상(mode shape) 및 댐핑(damping)과 같은 모달 파라

미터(modal parameter)들은 모델의 고유한 동특성을 정의하는 변수들이

며 실험적 모드 해석(experimental modal analysis, EMA)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값들은 FE 모델을 개선하고 검증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5.1과 같다.

Fig. 5.1 Flowchart for finite element(FE) model update process.

5.1.1 모드 해석

모든 구조물에는 정적 가진력 뿐만 아니라 동적 가진력이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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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가진에 따른 시스템의 응답은 구조물의 고유한 동특성에 의해 결

정되며 주파수에 따라 다른 응답을 나타낸다. 이러한 동특성에는 고유진

동수, 댐핑 및 모드 형상 등이 있다. 모드는 시스템의 운동 형태를 구성

하는 개개의 기본 운동 형태이며, 시스템의 자유도에 따라 모드의 개수

가 결정된다. 모드는 시스템의 응답에 각각 다른 정도로 기여하기 때문

에 전체 모드가 결합된(coupled) 형태로 나타나는 시스템의 응답을 분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모드 해석을 통해 시스템의 동특성을 분

리된(uncoupled) 개별 모드 형태로 나타내어 각 모드 별로 고유진동수,

댐핑 및 모드 형상을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유진동수, 댐핑 및 모

드 형상과 같은 모달 파라미터는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변하지 않

는다. 모드 해석 과정은 실험을 통해 주파수 응답 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를 분석하는 방법과 유한요소모델에서 수치적인

방법을 통해 고유치 문제를 계산하는 해석적 방법이 있다.

자유도가 무한개인 연속체의 경우 다자유도 시스템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시스템 방정식과 이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식 (5.1)과 같다

(Avitabile, 2007).

  (5.1)

where,  : mass matrix, kg

 : damping coefficient matrix, N/(m/s)

 : stiffness coefficient matrix, N/m

 : Laplace transform of displacement vector, m

 : Laplace transform of excitation force vector, N

질량, 댐핑 계수 및 강성 계수로 이루어진 식 (5.2)와 같은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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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식으로부터 식 (5.3)과 같은 극점(pole)을 얻어 시스템의 주파수와

댐핑 특성을 구할 수 있다.

det   (5.2)

 ±
 

 ±
(5.3)

where,  : pole location of ‘k’th mode

 : damping coefficient of ‘k’th mode, rad/s

 : percentage of critical damping of ‘k’th mode

 : natural frequency of ‘k’th mode, rad/s

 : damped natural frequency of ‘k’th mode, rad/s

이를 주파수 영역으로 이동하여 식 (5.4)와 같은 FRF를 구할 수 있다.

  














(5.4)

where,   : frequency response function matrix

 : residue matrix of ‘k’th mode, mode shape

5.1.2 실험적 모드 해석

실제 기어박스 하우징의 동특성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험적 모드 해석

(experimental modal analysis, EMA)을 수행하였다. 시스템의 응답은 구

조물의 고유한 동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주파수에 따라 다른 응답이 나타

난다. FRF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EMA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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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는 구조물을 가진하고 그에 따른 주파수 응답 함수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모달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이다. 구조물을 가진하는 방

법에는 일반적으로 임팩트 해머(impact hammer)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

진기(shaker)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임팩트 해머는 가진점을 쉽게 이

동할 수 있는 반면 가진력의 크기가 작아 구조물이 복잡하고 큰 경우에

는 가진기를 이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팩트 해머를 이용하여 구

조물을 가진하고 3축 가속도계를 이동하며 여러 포인트에서 구조물의 응

답을 측정하는 방법을 통해 실험적인 모드 해석을 진행하였다.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와 임팩트 해머의 가진 위치는 관심 주파수 영역

에 존재하는 모든 모드에 대해 모드 형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EMA를 수행하기에 앞서 3차원 CAD를 이용하여 FE 모델을 만들

고 절점 선택 과정(decimation)을 통해 시험에 사용될 형상을 그림 5.2와

같이 모델링하였으며, 해석적으로 예측된 모드 형상을 바탕으로 가속도

계의 부착 위치와 임팩트 해머의 가진 위치를 결정하였다.

Fig. 5.2 Test geometry modelling by FE model decimation.

시험 경계 조건은 자유단(free-free)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기어박스

의 가진 주파수 정보로부터 시험 주파수 영역을 3,200 Hz 이내로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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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RF의 측정을 위하여 임팩트 해머로 하우징을 가진하였으며 3축

가속도계로 응답을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그림 5.3과 표 5.1

과 같다.

(a) Test equipment (b) Modal testing

Fig. 5.3 Experimental modal analysis(EMA).

Equipment Model Specification

Data acquisition B&K 3050-A-060

6ch. signal analyzer

Freq. range: 0-51.2 kHz

Input voltage range: -10 V

Impact hammer

& Force sensor
PCB 086D05

Sensitivity: 0.23 mV/N

Force range: ±22,240 N pk

Accelerometer PCB 356B21
Sensitivity: 1.02 mV/(m/s2)

Freq. range: 2-10,000 Hz

Table 5.1 Specification of test equipment for EMA

그림 5.4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된 기어박스 하우징의 FRF를 나타내었

다. 기어박스 하우징은 관심 주파수 영역에서 강체 모드(rigid body

mode)를 제외하고 6개의 변형 모드(flexible mode)가 나타났으며 각 모

드에서 고유 주파수와 댐핑값은 표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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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FRFs of gearbox housing.

Mode Frequency, Hz Damping, %

1 1,352.7 0.205

2 1,720.5 0.176

3 2,344.8 0.359

4 2,539.0 0.335

5 2,688.8 0.486

6 2,939.0 0.333

Table 5.2 Results of experimental modal analysis

5.1.3 유한요소모델 개선

기어박스 하우징의 유한요소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Hyperemsh를 이

용하여 3차원 사면체 격자(3D tetra mesh) 2차(2nd oreder)로 구성하였

으며, 절점(node)은 154,767개, 요소(element)는 88,974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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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해석을 위해서 상용 소프트웨어인 Optistruct의 솔버(Solver)로

Lanczos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험적으로 측정된 기어박스 하우징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은 FE 해석을 통해 예측되는 하우징의 동특성을 개

선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EMA와 FEA를 통해 얻

은 고유진동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 함수로 하는 최적화 과정을 통

해 FE 모델을 개선하였으며, 최적화 변수로는 하우징의 관성과 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료 물성치인 밀도, 영률, 푸아송비와 하우징의

구성 요소(component) 간 접촉 방법(contact type)을 이용하였다. 하우징

의 구성 요소는 그림 5.5에 나타내었다.

(a) Upper case (b) Lower case

Fig. 5.5 Components of gearbox housing.

하우징 구성 요소 각각의 모드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성 요소 수준

의 모델 개선을 먼저 수행하였다. 하우징의 초기 재료는 일반적인 알루

미늄의 물성치를 이용하였으며, 주파수 비교를 통해 개선된 하우징 물성

치 정보는 표 5.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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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Initial
Updated

Upper Case Lower Case

Density, kg/m3 2,700 2,760 2,660

Young’s modulus, GPa 71 73.95 70.93

Poisson’s ratio 0.3 0.3107 0.3135

Table 5.3 Updated material properties

조립된 하우징의 볼트 체결부는 강체 요소(RBE2)를 이용하여 연결하

였다. 초기 해석 시 하우징 구성 요소 간 접촉을 정의하지 않았으며 선

형 해석 시 사용 가능한 접촉 방법에 따라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하우징 구성 요소의 접촉면을 강체 요소로 연결하여 해석한 경우에

EMA 결과와 가장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표 5.4는 FE 모델 개선 전과

후에 대해 EMA 결과와의 주파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개선 전 주파

수 차이는 최대 약 7.5 % 차이를 보였으며, 개선 후 최대 약 2.8 % 차

이로 개선되었다.

Mode
EMA,
Hz

FEA

Initial, Hz Error, % Updated, Hz Error, %

1 1,352.7 1,317.7 −2.586 1,374.1 +1.582

2 1,720.5 1,715.8 −0.268 1,743.8 +1.355

3 2,344.8 2,219.1 −5.363 2,368.8 +1.022

4 2,539.0 2,483.6 −2.182 2,559.7 +0.815

5 2,688.8 2,591.9 −3.604 2,708.4 +0.727

6 2,939.0 2,718.6 −7.500 2,855.5 −2.841

Table 5.4 Results of FE model update



32

5.1.4 유한요소모델 검증

FE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예측된 하우징의 동특성은 맥(modal 

assurance criterion, MAC) 값을 이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MAC 값은 

서로 다른 두 모델의 모드 형상 벡터를 비교하는 통계적 지표로 식 

(5.5)를 통해 계산되며, 동일한 모드에서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모

델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riswell & Mottershead, 2013).

 


 


 






(5.5)

where,  : eigenvector of ‘i’th mode for EMA

 : eigenvector of ‘j’th mode for FEA

  모델 개선 과정을 거친 FE 모델의 해석 결과와 EMA 결과의 MAC 값

은 그림 5.6과 같이 주 관심 영역인 저차 모드(1-4차 모드)에서 거의 1

에 가까운 값을 나타냈으며, 고차 모드(5-6차 모드)에서도 0.8 정도의 

값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 사용된 FE 모델의 신뢰

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5.7에서는 FEA와 EMA의 모드 형

상을 비교하였으며 두 모델의 동적 거동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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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Modal assurance criter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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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35

(d) 4th mode

(e) 5th mode

(f) 6th mode

Fig. 5.7 Comparison of mode shape between EMA(left) and FEA(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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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부 기계요소 모델

기어박스의 소음과 진동 해석을 위해서는 기어 물림으로 인해 발생한

가진력이 축과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으로 전달되는 베어링 반력을 하중

으로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동역학 해석을 통해 계산된

베어링의 반력만을 경계 조건으로 하중을 가해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최적화 과정에서 하우징의 형상이 변함에 따라 베어링의 반력도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어, 베어링, 축과 같

은 내부 기계요소를 축소 모델(reduced-oreder model) 기법을 이용하여

부분 구조(substructure)로 모델링하고 이를 하우징 유한요소모델과 연결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하우징의 형상 변화와 상관없이 가진력이 일

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2장에서 소

음과 진동 측정을 통해 주 소음원으로 나타난 기어열 1단의 1차 하모닉

과 2차 하모닉 성분을 가진력으로 적용하였으며, 베어링 절점(node)과

하우징은 강체 요소(RBE2)로 연결하였다.

5.3 요약 및 결론

유한요소모델을 통해 소음과 진동을 해석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실제 모델의 동특성을 유한요소모델이 반영하고 있는지 검

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모드 해석을 통해 실제

모델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고 검증

하였다. 개선 과정에서 모델의 재료 물성치와 하우징 간의 접촉 방법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선된 모델과 실제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약 2.8 %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모드 형상의 경우 모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표인 MAC 값을 비교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검증하였다. 기어, 축, 베어

링과 같은 내부 기계요소는 축소 모델 기법을 이용하여 부분 구조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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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하고 하우징과 연결하였다. 부분 구조 모델링을 통해 해석 시간을

단축하고, 하우징 형상 변화에 따른 베어링 반력이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가진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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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어박스 하우징의 방사 소음 저감 설계

6.1 최적화 구상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형상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

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 구조물의 취약부를 분석하고 설계 영역

을 모델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물의 취약부 분석을 위하여 기어

가진에 따른 음향 파워(soune power)를 해석하고, 방사 소음이 크게 나

타나는 작동 조건에서의 작동 중 변형 형상(operating deflection shape,

ODS)와 해당 모드에서의 탄성 변형 에너지(elastic strain energy, ESE)

를 고려하여 설계 영역을 모델링하였다.

6.1.1 음향 파워 해석

음향 파워란, 음원에서 방사되는 공기 전파음 에너지의 단위 시간당의

비율로 단위는 와트(watt, W)를 사용한다. 음향 파워는 음원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의 한 지점에서 음파의 속성을 나타내는 음압

(sound pressure)이나 음향 강도(sound intensity)와 달리 거리와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다. 방사 소음에 대한 음향 파워는 식 (6.1)과 같이 음원을

감싸는 단위 구면에서 음향 강도의 법선 방향 면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

고, 음향 강도는 식 (6.2)와 같이 음압과 입자의 속도(particle velocity)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6.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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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sound power, W

 : radial sound intensity, W/m
2

 : surface area of sphere that enclose source, m2

 : sound pressure, Pa

 : radial particle speed, m/s

 : real part of complex value

Fig. 6.1 Sound power and intensity.

구조-음향(vibro-acoustic) 문제에서 속도의 연속성(speed continuity)

에 의해 구조물의 진동 속도는 경계면에서 공기 입자의 속도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음향 파워는 구조물의 진동 속도에 대한 함수로 식 (6.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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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sound radiation efficiency

 : density of air, kg/m3

 : speed of sound, m/s

 : vibrating surface area, m2

 : rms velocity at vibrating surface, m/s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음향 파워 해석에서는 식 (6.3)을 요소에 따라

이산화하여 계산하고, 방사 효율(sound radiation efficiency, )을 1로 가

정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이를 등가 방사 파워(equivalent radiated power,

ERP)라고 하며 식 (6.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Fritze et al., 2009).

  




 







(6.4)

where,  : equivalent radiated power, W

 : vibrating surface area of element, m
2

 : rms velocity of element at vibrating surface, m/s

 : number of elements

방사 효율을 1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ERP는 실제 음향 파워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지만, 구조 진동으로 인해 방사되는 음향 파워의 상한

(upper bound)을 근사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입력축의 회전 방향에 따라 기어 가진력이 축과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

으로 전달되는 가진력이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전진과 후진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입력축의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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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 wise, CW)과 반시계 방향(counter clock wise, CCW)으로 구동하

였을 때의 ERP 값을 각각 계산하였다. 입력축 회전 방향에 따른 베어링

반력을 그림 6.2에 나타내었다.

(a) Clock wise drive

(b) Counter clock wise drive

Fig. 6.2 Bearing re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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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ERP 해석을 위해 모드 기반 주파수 해석(modal

frequency respons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기어열 1단의 1차 하모닉

성분과 2차 하모닉 성분을 각각 가진력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ERP 결과

를 그림 6.3과 같이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입력축을 시계 방향으로 구동

하였을 때, 1차 하모닉 성분에서는 약 3,500 rpm, 2차 하모닉 성분에서는

약 2,636 rpm에서 ERP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입력축을 반시계 방향으

로 구동하였을 때, 1차 하모닉 성분에서는 약 3,788 rpm, 2차 하모닉 성

분에서는 약 2,724 rpm에서 ERP 값이 높게 나타났다. ERP 값이 크게

나타나는 회전 속도는 4장에서 측정된 소음 결과(그림 4.8)와 유사하였

으며, 이를 통해 해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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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ck wise drive of input shaft

(b) Counter clock wise drive of input shaft

Fig. 6.3 Results of equivalent radiated powe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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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취약부 분석 및 설계 영역

형상 설계 최적화를 진행하기에 앞서, 설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 하우징의 취약부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RP 해석을 통해 각 기어 가진 성분에 대한 응답 수준이 높았던 작동

조건에 대해 작동 중 변형 형상(operating deflection shape, ODS)를 해

석하고 해당 변형을 일으키는 모드에 대해 탄성 변형 에너지(elastic

strain energy, ESE)를 해석하여 변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를

찾았고, 이를 소음과 진동의 취약부로 판단하여 보강하였다.

입력축을 시계 방향으로 구동하였을 때, 1차 하모닉 성분에서 높은

ERP 값을 보였던 3,500 rpm의 GMF는 817 Hz이었으며, 이때의 변형은

고유진동수 813 Hz에 존재하는 모드에 의해 발생하였다. 2차 하모닉 성

분에서 높은 ERP 값을 보였던 2,636 rpm의 GMF는 1,230 Hz이었으며,

이 때의 변형은 고유진동수 1,237 Hz에 존재하는 모드에 의해 발생하였

다. 시계 방향 구동에 대해, 그림 6.4는 높은 ERP 값을 보였던 작동 조

건에서 ODS를, 그림 6.5는 해당 변형을 일으키는 모드의 ESE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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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500 rpm ODS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1st harmonic

(b) 2,636 rpm ODS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2nd harmonic

Fig. 6.4 Operating deflection shape fo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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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E of mode shape at 813 Hz

(b) ESE of mode shape at 1,237 Hz

Fig. 6.5 Elastic strain energy of mode shape fo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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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축을 반시계 방향으로 구동하였을 때, 1차 하모닉 성분에서 높은

ERP 값을 보였던 3,788 rpm의 GMF는 884 Hz이었으며, 이때의 변형은

고유진동수 885 Hz에 존재하는 모드에 의해 발생히였다. 2차 하모닉 성

분에서 높은 ERP 값을 보였던 2,724 rpm의 GMF는 1271 Hz이었으며,

이 때의 변형은 고유진동수 1,280 Hz에 존재하는 모드에 의해 발생하였

다. 반시계 방향 구동에 대해, 그림 6.6은 높은 ERP 값을 보였던 작동

조건에서 ODS를, 그림 6.7은 해당 변형을 일으키는 모드의 ESE를 나타

낸 것이다.

해석 결과, ODS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는 ESE가 큰

값을 나타내는 지점으로, 이를 소음과 진동의 취약부로 판단하였다. 소음

과 진동 취약부의 강성을 높여 변형을 감소시키고,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으로 인한 방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보강 형상 설계를 수

행하였다. 형상 설계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영역을 모델링하였으며, 이를

그림 6.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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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788 rpm ODS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1st harmonic

(b) 2,724 rpm ODS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2nd harmonic

Fig. 6.6 Operating deflection shape for counte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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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SE of mode shape at 885 Hz

(b) ESE of mode shape at 1,280 Hz

Fig. 6.7 Elastic strain energy of mode shape for counte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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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New design area(red) for optimization.

6.2 형상 설계 최적화

형상 설계 최적화를 위하여 위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기법

을 이용하였다. 위상 최적화는 유한요소모델에서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화된 재료의 밀도 분포를 찾아주는 설계 기법이다. 설계자가

지정한 설계 영역의 요소에 대한 상대 밀도 값을 설계 변수로 정의한다.

설계자가 지정한 특정 상대 밀도 값을 기준으로 상대 밀도가 0에 가까운

요소는 제거하고, 1에 가까운 요소는 완전히 채워진 요소로 간주하게 된

다.

최적화 반응 값은 ERP 값과 하우징의 부피로 지정하여, ERP 값을 최

소화하는 목적 함수와 기존 하우징 대비 중량 증가량이 20 %가 넘지 않

도록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위상 최적화 결과의 형상을 그림 6.9에 나

타내었다. 최적화 변수인 요소의 상대 밀도를 통해 최적화된 재료의 분

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밀도가 0.8 이상인 요소에

대해 완전히 채워진 요소로 간주하여 최적화 형상을 모델링하였다.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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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 하우징의 중량은 4.84 kg이었으며, 최적화 후 5.44 kg으로 약 12

%의 중량 증가가 발생하였다.

Fig. 6.9 Result of topology optimization.

위상 최적화를 통한 형상 설계 최적화 수행 전과 후의 ERP 값의 변화

를 그림 6.10-6.11에 나타내었다. 모든 작동 조건에서 ERP 최댓값이 감

소하였으며, 정격 속도인 2,650 rpm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회전 시 1단

의 1차 하모닉에 대해 약 9.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약 4.2 dB가 감소

하였고, 반시계 방향 회전 시 1단의 1차 하모닉에 대해 약 2.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약 5.7 dB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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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1st harmonic

(b)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2nd harmonic

Fig. 6.10 Equivalent radiated power comparison fo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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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1st harmonic

(b) Excited by gear mesh stage 1 - 2nd harmonic

Fig. 6.11 Equivalent radiated power comparison for counter clock wis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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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요약 및 결론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형상 설계 최적화를 수행하

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하여 설계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입력축의 회전 방향 및 기어 가진력에 따라 ERP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ERP 값이 높게 나타나는 작동 조건에서의 ODS와 해당 변형을 일으키

는 모드에서의 ESE 해석을 통해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보강할 수 있는

설계 영역을 지정하였다. 형상 설계 최적화를 위하여 설계 영역의 최적

재료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목적

함수로 ERP 값의 최소화를 설정하였다. 최적화 후 하우징의 중량은 약

12 % 증가하였다. 정격 속도인 2,650 rpm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회전

시 1단의 1차 하모닉에 대해 약 9.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약 4.2 dB가

감소하였으며, 반시계 방향 회전 시 1단의 1차 하모닉에 대해 약 2.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약 5.7 dB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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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파워트레인의 전동화를 통한 친환경 차량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전동식

차량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사용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동력원이 엔진에서 전동기로 대체되고 있다. 기존

엔진식 차량의 경우, 엔진이 주된 소음원이었으나, 전동식 차량은 엔진

소음이 사라지면서 전동기 구동으로 인한 전동기 및 기어박스가 주된 소

음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주행 중 발생하는 전동기와 기어박스의 소음은

엔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주파 특성을 보이며 넓은 주파수 대역에

서 발생하는 순음은 탑승자에게 더 큰 불쾌감을 준다. 따라서 탑승자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용 전동식 동력운반차의 소음 저감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 가진력에 따른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과

이로 인한 방사 소음의 저감을 위하여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하중 특성을

고려한 기어박스의 소음과 진동의 측정 및 분석, 유한요소모델을 이용한

신뢰성 있는 소음과 진동 해석 결과의 도출 및 기어박스 하우징의 고강

성 설계를 수행하여, 기존의 경험에 의존적이었던 형상 설계 프로세스를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확보한 과정을 통해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기어박스의 와인 소음은 특정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순음 특성을 나

타내며 이 주파수는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

한 특성을 고려한 소음과 진동 분석을 위하여 입력축의 회전 속도에 따

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오더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어박스 하우징의

구조 진동에 의한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하여 기어 물림 주파수 성분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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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속도에 따라 전체 소음 수준과 비교하여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기어열 1단의 1차 하모닉 성분과 2차 하모닉 성분이 주 소음원으로

평가되었다.

2) 실험적 모드 해석을 통해 실제 모델의 동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

탕으로 유한요소모델을 개선하고 검증하였다. 개선 과정에서 모델의 재

료 물성치와 하우징 간의 접촉 방법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선된 모델

과 실제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약 2.8 %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모드

형상의 경우 모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지표인 MAC 값을 비교하여 유

한요소모델을 검증하였다. 기어, 축, 베어링과 같은 내부 기계요소는 축

소 모델 기법을 이용하여 부분 구조로 모델링하고 하우징과 연결하였다.

부분 구조 모델링을 통해 해석 시간을 단축하였고, 하우징 형상 변화에

따른 베어링 반력이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가진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

였다.

3)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형상 설계 최적화를 수

행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분석하여 설계 영역을 지정하였다.

입력축의 회전 방향 및 기어 가진력에 따라 ERP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ERP 값이 높게 나타나는 작동 조건에서의 ODS와 해당 변형을 일으키

는 모드에서의 ESE 해석을 통해 소음과 진동 취약부를 보강할 수 있는

설계 영역을 지정하였다. 형상 설계 최적화를 위하여 설계 영역의 최적

재료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목적

함수로 ERP 값의 최소화를 설정하였다. 최적화 후 하우징의 중량은 약

12 % 증가하였다. ERP 값은 정격 속도인 2,650 rpm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회전 시 1단의 1차 하모닉에 대해 약 9.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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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2 dB가 감소하였으며, 반시계 방향 회전 시 1단의 1차 하모닉에 대

해 약 2.7 dB, 2차 하모닉에 대해 약 5.7 dB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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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Housing Shape Design

for Radiated Noise Reduction

of Agricultural Electric Vehicle Gearbox

Gwanhee Son

Abstract

In this study, a process to optimize the shape design of the

housing was conducted for radiated noise reduction of agricultural

electric vehicle gearbox. Unlike conventional engine driven vehicles, in

the case of noise generated from vehicles powered by an electric

motor, gear whine noise, which includes high-frequency factor and

pure tone noise characteristics, is more annoying to operators. In the

agricultural machinery industry,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vehicles through the electrification of powertrain is becoming and

active area of research to solve the noise problem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of operators.

  The noise and vibration of the gearbox were measured in

consideration of the nois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vehicle

gearbox, and the noise of the gear mesh frequency that varies with

the rotational speed of the input shaft was compared with the overall

noise. From the noise a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the main

noise source that generates radiated noise due to the structural

vibration of the gearbox housing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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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ynamic behavior of the model is determined by dynamic

properties such as natural frequency, mode shape, and damping. To

obtain reliable results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se dynamic propertied are represented. Through

the experimental modal analysis,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actual

housing were obtained.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analytical results, the finite element model was updated and validated

with the variables of the material properties and the contact method

between the components from the housing component level to the

assembly level. Internal mechanical parts, such as gears, bearings,

and shafts, were modeled as a substructure through a reduced-order

modelling method to reduce the analysis time and to apply a constant

excitation force even if the bearing reaction force changes due to the

change of housing shape.

  Equivalent radiated power wa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model

to analyze the noise and vibration weak part of housing. According to

the rotational direction of the input shaft, the weak part was analyzed

by the operating deflection shape and the elastic strain energy

analysis, and the design area was determined for the high rigidity

design by reinforcing the weak part. In order to obtain the optimized

material distribution in the design area to reduce the radiated noise,

the topology optimization technique was used. Maximum value of

equivalent radiated power tended to decrease under driving conditions

and decreased from about 2.7 dB to 9.7 dB at the rated speed.

Keywords : agricultural electric vehicle gearbox, gear whine noise,

FE model update, topology optimization

Student No. : 2018-2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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