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차량은 사용되는 감쇠 정도에 따라 정현파나 시간지

연을 갖는 외부 임펄스 강제력에 의하여 진동하게 되며 

완충기(absorber)의 감쇠비에 따라 그 강제시스템의 

응답 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전 연구[1,2]에 의하면 

차량 완충기의 감쇠비는 비교적 크며 보통 0.5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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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감쇠 차량이 둔턱(bumped barrier)을 넘어갈 때 발생하는 강제 진동의 응답 특성이 연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제 진동 차량에서 변위, 속도 및 가속도의 응답 거동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응답을 얻기 

위해 Runge-Kutta-Gill의 수치해석법을 수행하여 시간영역의 분석을 하였다. 강제 진동 모델의 여러 고감쇠 조건

으로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었고 질량, 감쇠 및 강성을 달리하여 수치 분석 후, 임펄스 충격력으로 차체에 가해지

는 모델을 고려하여 강제력에 의한 차량 모델의 응답 특성을 얻었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모델의 타당성을 

밝혔다. 진폭 및 차량의 고유진동수도 고려하여 분석하였고 차량 모델의 나이키스트 선도를 구하여 고감쇠의 정도

에 따라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상이한 질량, 감쇠 및 강성에 따라 임펄스 충격력에 의한 강제 진동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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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the forced vibration generated when the high-damped 

vehicle pass the bumped barrier was studied, and in particular, the response behavior of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was analyzed for the forced vibration model. In addition, 

in order to obtain responses such as displacement, velocity, and acceleration, a numerical analysis 

technique of the Runge-Kutta-Gill method was performed in time domain. The response was 

successfully obtained in detail under several high damping conditions. As a numerical analysis 

result, the response of the vehicle was obtained by considering the vehicle body to which the 

impulse impact was applied. Also, the analysis result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vehicle model. The amplitude and natural frequency of the vehicle 

were considered and analyzed. The Nyquist diagram of the vehicle model was also obtained and 

the relationship could be analyzed. And the vibration response was analyzed on different mass, 

damping and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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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고감쇠를 갖도록 하여 차체의 진동을 줄이고 있

으며 이 범위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진동 특성을 연구를 

하게 되었다. 차량이 도로의 둔턱을 지나갈 때 앞· 뒤 

바퀴에서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차량에 일정한 시

간지연을 갖는 두 개의 임펄스 충격력이 가해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1-3]. 고감쇠의 차량 모델에서 둔턱을 지

나는 차량의 진동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신뢰성이 높은 방법

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지연이 있

는 두 개의 충격력(impulse force)이 차량에 가해지는 

경우 고감쇠 완충기의 차량 충격 진동 모델을 분석하여 

그 모델의 거동을 알아보고 실제 차량에 발생하는 진동

거동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전

의 연구에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동적인 힘으로 차량이 

가진될 때 그 강제력에 진폭과 주파수가 있는 경우 이 

값에 따라 차량의 응답 특성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

[1-3]. 이 결과는 여러 가지 진동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차량에서 등가 점성 감쇠비가 높게 차체

에 주어질 경우, 서로 다른 거동이 나타나게 되며 차량

에 탑승한 운전자는 낮은 감쇠비의 차량 보다 좋은 승

차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감쇠비의 차량 

진동 연구가 승차감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연구를 위하여 앞뒤바퀴의 충

격력을 시간 지연이 있게 가해지는 두 개의 삼각 임펄

스 힘으로 가정하였고, 차량 응답 특성을 차량의 등가 

된 질량, 감쇠계수 및 강성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감쇠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감쇠비와 주파

수에 대한 응답 특성, 시간 응답 및 나이키스트 선도 등

을 분석하였고, 차량의 진동 응답을 자세하게 체계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고감쇠비에 따른 차량의 

진동 응답을 알 수 있었고 차량의 승차감을 나타내는 

진동 특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

2. 진동 모델

2.1 둔턱 진행 고감쇠 차량 모델

참고문헌[1]의 결과와 같이 둔턱을 지나는 차량 진동

모델 변위를  라 한 경우 그 특성은 기본적으로 시

스템의 고유진동수의 주파수 특성을 갖게 되며 고유진

동수룰  이라 할 때 그 차량모델의 방정식은 식(1)과 

같다. 

  
  

   




    (1)

식 (1)의 수학적 해는 차량의 변위, 속도 및 가속도이

고 이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의 Runge- 

Kutta-Gill[1,2,4]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시스

템의 감쇠비 ζ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2].

  







             (2)

둔턱을 지날 때 차량에 가해지는 강제력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2].

            (3)

Fig. 1 Vibration model and its measurements

초기조건의 영향을 무시하여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천이상태의 진동은 사라진 상태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 전달함수에    를 대입하

여 실수부, 허수부 및 파워스펙트럼을 구할 수 있다. 

 


 





  




     (4)

2.2 고감쇠 차량의 나이키스트 분석

Fig. 2는 고감쇠 차량의 감쇠비에 따른 나이키스트 

선도를 나타내며 차량시스템의 감쇠 특성을 알 수 있

다. 나이키스트 선도는 공명점과 주위의 주파수를 알 

수 있고 이 곡선의 크기가 증가하면 감쇠비  가 감소

한다. Fig. 2의 경우는 감쇠계수 c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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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구한 결과이다. 감쇠가 없는,    인 시스템

에서는 초기 에너지가 가해지면 고유진동수로 무한히 

크게 진동하게 된다. 고감쇠의 경우는 그 진동 폭이 작

아져 진동응답을 얻게 되고 이 경우 그 나이키스트 선

도의 반경 크기도 작아지게 된다. 

Fig. 2. Nyquist plot of a viscously damped SDOF 

system for different high values of , 

(  ,   × ,   ∼) 

3. 둔턱 진행차량의 응답 특성

3.1 바퀴 충격력의 크기에 따른 응답 특성

임의의 등가질량, 감쇠계수, 강성을 갖는 

차량이 둔턱을 지날 때는 Fig. 1에서 앞과 뒷바퀴에 의

하여 충격이 가해지고, 차량 바퀴 사이의 거리(L=2.8m)

와 차량의 속도(V=10～30km/hr)에 따라 충격 시간지

연이 다른 충격력이 발생한다. 즉 충격 시 차량에 가해

지는 충격력 는 시간지연이 있는 이중 임펄스 충격

력으로 근사되며 식(3)과 같다. 즉 의 특성이 응답

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그 진동은 2차 시스템의 응답으

로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 응담은 Runge-Kutta-Gill 

방법으로 수치해석을 하여 구할 수 있고[1-3], 그 특성

은 Fig. 3 ～ Fig. 5 에서 알 수 있다. Fig. 3은 차량이 

둔턱을 지날 때 앞과 뒷바퀴에서 각각   

   인 충격력이 가해진 경우, 고감쇠 시스템의 변

위, 속도, 가속도 응답거동을 각각 구한 것이다. 강제력

의 특성이 변위응답에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속도나 가속도 응답에서는 점차 충격특성이 작아지고 

지수함수와 정현파의 곱의 값으로 중첩된 특성으로 나

타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정상상태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Displacement   

  

(b) Velocity

(c) Acceleration

Fig. 3. Forced vibration responses for different  , 

   , A1=10 and A2=20

Fig. 4는 차량이 둔턱을 지날 때,      

의 충격력이 가해진 경우로 뒷바퀴 보다 앞바퀴에 더 큰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로 고감쇠비 영역에서 차량의 응

답거동을 각각 구한 것이다. 충격력의 특성이 변위에 중

첩되어 나타나고 속도나 가속도 응답에서는 점차 충격

특성이 작아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된다.

(a)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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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Velocity

(c) Acceleration

Fig. 4. Forced vibration responses for different  , 

   , A1=20 and A2=10

Fig. 5는 차량이 둔턱을 지날 때는   

  의 경우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보다 큰 충격

력이 가해지고 고감쇠로 설계된 차량의 응답거동을 나

타낸다. 변위에서 충격력의 특성이  나타나며 특히 가

속도 응답에서는 충격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정현파 특

성에 숨겨져 섭동이 사라지고 안정화된다. Fig. 3 ～ 

Fig. 5은   ,   ×  인 진동모델

의 응답이다. 변위 응답 분석에서 고유진동수의 주파수

가 함유되어 나타나고 있다. 속도나 가속도 응답에서도 

그 충격력에 의한 진동성분은 있으나 변위보다 작아지

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초기 응답 크기보다 약하게 나

타나고 확대하면 명확하게 구별된다. 충격력의 크기가 

증가하면 응답 진폭이 크게 진동한 후 점차 안정 상태

로 된다. 그러나 감쇠비가 작은 불안정 시스템의 경우

에는 충격력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응답 진폭이 점차 

크게되어 불안정하게 나타난다[2]. 차량의 고유진동수

가       인 경우, 변위는 

진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성이 큰 차량에서는 

충격력의 크기는 응답거동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만 차

량의 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응답의 거동에

는 차량의 고유진동수가 영향을 미치고 가속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폭되어 나타난다. 보통 진동특성 연

구에 측정하는 센서로 가속도계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

는 상대적으로 변위 응답 보다 가속도 응답의 진폭이 

보다 증폭되어 보다 진동분석에 수월하기 때문이다.

(a) Displacement   

(b) Velocity

(c) Acceleration

Fig. 5. Forced vibration responses for different  , 

   , A1=40 and A2=40 

3.2 둔턱 진행 차량의 변위, 속도 및 가속도 거동

Fig. 6은    ,   × 인 같은 

모델의 감쇠계수를 달리하여 강제력의 크기 변화에 따

른 변위의 거동을 구한 결과이다. 가해지는 강제력 

의 진폭 , 를 달리하여 변위응답을 시간영역

에서 나타낸 것이다. 각 강제력의 진폭에 따라 감쇠비가 

커지면 진폭이 작아지고 빠르게 안정화 된다. 따라서 강

제력이 커지면 시스템의 감쇠계수를 높여 진동을 작게 

하여야 하고 감쇠가 어느 정도(보통 0.4) 이상으로 부가

되어야 변위 응답이 섭동 없이 빨리 안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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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Displacement response for   ,  

× 

(a)   

(b)   

Fig. 7 Velocity response for   ,  

× 

Fig. 7은 같은 질량과 강성을 갖는 차량의 모델로 감

쇠비와 강제력 진폭에 따른 속도 응답을 구한 결과이다. 

강제력의 진폭 , 를 각각 달리하여 정상상태로 되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 강제력이 크게 되면 속도 

응답도 커지고 감쇠비가 커지면 속도 응답 크기는 작아

지고 더욱 빠르게 안정화된다.  가 0.4 이상으로 감쇠

가 커지면 속도응답도 빠르게 안정화 될 수 있다. Fig. 

8은 같은 모델로 , 를 다르게 하여 가속도의 변화

를 나타낸 것으로 고감쇠의 가속도는 진폭이 작으면 빨

리 정상상태로 안정화 된다. 보통 차량이 둔턱 진행시 

측정한 가속도는 실험결과의 가속도 형상과 비교하면 

보통 차량의 감쇠정도가 보통 0.4 이상으로 나타난다.

   

(a)   

(b)   

Fig. 8. Acceleration response for   ,  

× 

3.3 차량 속도에 따른 응답 특성

Fig. 9는 , 를 각각 달리하여 차량의 속도를 

10～30 km/hr로 하여 둔턱을 넘어갈 때 차량 속도에 

따른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 감쇠비를 0.3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가속도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해지

는 강제력의 거동은  둔턱을 지나갈 때 차량에 가해지

는 임펄스 충격력으로 근사화 하여 시간지연을 T 간격

으로 주어 가속도의 응답을 구한 결과이다. 차량 속도

가 높아지면 앞· 뒷바퀴에서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 신

호가 동시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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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c  

(b)    sec  

(c)    sec  

Fig. 9 Acceleratiom of a vehicle for   

(  ,   × sec,   , 

× )

감쇠정도가 보통 0.5 이상인 고감쇠 차량의 가속도 

특성은 Fig. 10 ~ Fig. 12에서 알 수 있다. 상대적인 

증폭 특성이 큰 가속도의 경우, 차량의 속도에 따른 그 

특성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차량의 감쇠비   로 하고, 차량의 

주행 속도를 30 km/hr로 하여 구한 가속도이다. 즉 시

간지연이 0.34 초로 되어 나타난 가속도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가해지는 강제력은 둔턱을 넘을 때 둔턱의 높

이와 승객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차량 임펄

스 충격력 크기를 달리하고 시간지연을 T=0.34 초로 하

였을 때 가속도의 응답을 구한 결과이다. Fig. 14의 실험

에 의한 가속도 특성과 비슷한 가속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의 감쇠정도는 0.5 이상으로 하여 설계되어 

진동을 줄이고 있으며 완충기의 감쇠비도 보통 이 크기

보다 크게 하여 차량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과 Fig. 12는 감쇠비가   및  인 경

우로 차량이 둔턱을 30 km/hr의 속도로 진행하는 가속

도를 구한 것으로, 바퀴에 서로 다른 크기의 충격력이 가

해지는 조건에서 가속도의 특성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sec  

Fig. 10. Acceleration of a vehicle for   ,

(     × sec,

  × )

   sec  

Fig. 11. Acceleration of a vehicle for   , 

(  ,   × sec,  

× ) 

   sec  

Fig. 12. Acceleration of a vehicle for   , 

(  ,   × se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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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3. Analytical accelerations according to 

damping ratio (  ,  

× , A1 = 10, A2 =20) 

Fig. 13 (a-c)는 차량의 감쇠정도에 따라 가속도의 

거동을 구한 이론적인 결과이다. 소렌토 차량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Fig. 14에서 나타내고 있다. 실

험에서는 시트하단부와 의자 헤드레스트부에 각각 가

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신호를 측정하였고, 헤드레스트 

부에서 측정된 신호는 의자구조물에 따른 진동이 추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트프레임 부에서의 

가속도 신호는 의자구조부의 고유진동수 특성이 추가

되지 않으므로 보다 잡음과 고주파가 없는 작은 진폭 

신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응답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고감쇠가 차량에 주어지고 외부의 가진력에 

의하여 시스템이 견딜 만큼 충분한 강성을 갖게 되면 

차량의 진동이 급속히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둔턱 

충돌시 이론적인 가속도 신호의 급격한 진폭의 위치와 

실험에 의한 급격한 진폭의 시간 위치는 일치하는 것으

로 사료되며 실험 가속도 신호에는 잡음이 많이 포함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필터링하게 되면 그 신호의 거동은 

이론적인 해석결과의 신호와 유사하게 될 수 있다. 

Fig. 14. Experimental accelerations for a velocity 

of   with sorento vehicle 

4. 결론

본 연구는 고감쇠 차량이 둔턱을 지나갈 때 나타나

는 응답특성을 앞・뒤 바퀴에 주어지는 충격력을 가정

하여 차량의 진동응답특성을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에 가해지는 강제력과 질량, 강성의 변화에 

따른 변위, 속도 및 가속도 응답을 구하였고 특히 실제

차량에서 두 임펄스 형태의 가진력 크기와 지연시간에 

따른 차량의 응답 거동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2) 외부 강제력의 진폭이 커질수록 차량은 불안정해

지고, 고감쇠의 실제 차량의 경우 가진력의 크기와 두 

임펄스 충격력의 지연시간에 따라 변위, 속도, 가속도의 

응답거동이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3) 둔턱을 지나갈 때 차량이 불안정하게 되려면 어

느 정도 이상의 큰 진폭으로 충격력이 가해져야 차량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차량에서는 감

쇠비가 0.5 이상의 고감쇠와 강성이 크게 설계되기 때

문에 불안정한 진동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다.

(4) 실제 가속도 거동에는 외부 진동과 센서가 고정

된 지점까지의 구조물 고유진동수가 중첩되어 가속도 

응답특성이 나타나고 센서가 시트프레임부 보다 헤드

레스트부에 고정되어 측정될 때 이 의자 구조물의 진동 

주파수 특성이 응답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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