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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차량의 성능은 기술적 진보로 인해 과거로부

터 비약적인 향상을 거두어져 왔으며 소비자들의 만

족감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고급감을 위

한 감성적 품질 향상이 필요시 되며, 향후 더욱 강조

될 것이다. 이에 차량 내부의 정숙성은 감성적 품질

과 연관되며 차체, 의장, 전장 부품들의 작동 소음이 

두드러지고 있다. 차량 의장부품 중 하나인 프런트 

도어 윈도우는 상승 및 하강 구조식으로, 차량 외부 

환경으로부터 운전자와 승객의 시야를 확보하고 보호

하며 차량 내부를 환기시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

는 역할을 한다. 한편, 도어 윈도우는 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과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작동 시 발생

하는 소음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소비자의 품질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

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 문제되고 있다.

현재까지 차량의 도어 윈도우에 관한 연구는 윈도우 

상승 및 하강 성능 및 메커니즘에 대한 기능적인 측면

에 관한 연구가 다수이다. Moon, H. I. et al.(1)은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차량 윈도우의 승강시간을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Lee, K. W. et al.(2)은 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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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erating noise of a front-door window of a vehicle was studied. The time re-

sponse and frequency spectrum of this noise were measured through experiments and analyze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the operating noise, the sound pressure level and frequency according 

to the operating state of the door window were analyzed. The noise increased greatly when the win-

dow regulator motor was mounted on the module plate. To find the cause of the increase in noise, 

the operating deflection shape of the door module was measured. It was found that the noise in-

crease was caused by the torsional behavior of the motor exciting the module plate. To reduce this 

noise, a finite element model of the door module with a window was established, and a method to 

reduce the vibration was proposed by changing the shape of the modul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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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스템의 부품인 와이어에서 발생하는 인장력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Jeon, S. G. et al.(3)은 윈

도우의 상승 및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실험

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차량 프런트 도어 윈도

우의 해석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차량 도어 윈도우의 소음/진동에 대한 연구

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소음 수준을 평가

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

정이다. 차량 도어 윈도우의 소음/진동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해 Bae, C. Y. et al.(4)은 공진 현상 및 전달경로 

분석을 통해 가진원을 규명하고, 공진 회피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모듈 플레이트의 종류가 다양하

므로 공진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공진

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러 모듈 플레

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소음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Kim, S. H. et al.(5)

은 윈도우 작동 소음의 음질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모터 방사음 및 윈도우 마찰/충격 소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모터의 소음/진동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증폭되는 위치인 모듈 플레이트

의 개선 방안의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과 달리 ODS 

분석을 통해 다양한 모듈 플레이트에서 나타날 수 있

는 일반적인 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구

조 해석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모듈 플레이트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실

험을 통해 도어 윈도우의 작동 소음 수준을 평가하고 

도어 모듈의 조립 조건에 따라 작동 상태를 구분하여 

소음 및 주파수 분석을 통해 소음 발생 원인을 규명

하였다. 다음으로 도어 윈도우의 작동 중 변형 형상

을 확인하여 소음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였으며, 도

어 모듈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축하여 구조개선을 

통한 소음 저감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소음 측정 및 분석

차량 프런트 도어는 윈도우, 도어 판넬, 모듈 플레

이트, 도어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어 판넬과 

도어 트림 사이에 모듈 플레이트가 위치해 있다. 모

듈 플레이트에는 차량의 윈도우 및 윈도우 레귤레이

터, 스피커 등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다. 이 중 윈도

우 레귤레이터는 모터, 드럼, 와이어, 풀리, 윈도우 홀

더 등의 차량의 윈도우를 상승 및 하강 시키기 위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사용

되는 모터는 DC모터와 웜기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며 드럼과 연결되어 있다. 와이어는 드럼, 풀리, 윈

도우 홀더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모터 회전 방향

에 따라 드럼에 연결된 와이어가 감기고 풀리면서 풀

리와 윈도우 홀더가 작동하게 된다. 또한, 윈도우 홀

더는 윈도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듈 플

레이트의 레일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윈도우가 상승 

및 하강을 하게 된다.

윈도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의 현수준 평가를 위

해 소음 측정 및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음 측

정을 위한 실험장치 구성은 Fig. 1과 같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도어 윈도우를 작동시킬 때, 소음을 

듣는 귀의 위치를 도어 판넬과 윈도우로부터 측정하

고, 이와 동일한 위치에 마이크로폰(PCB 378B02)을 

설치하였다. 즉, 도어 윈도우로부터 운전자의 귀 위치

에 해당하는 거리와 높이에서 소음을 측정하였다. 측

정된 소음 신호에 대한 분석은 스펙트럼 분석기

(B&K 3050-B-060)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윈도우 

상승 및 하강 시 소음 신호의 시간 응답은 Fig. 2와 

같이 윈도우 작동 시작과 끝에서 충격음이 발생하는 

과도구간과 윈도우 이송음이 발생하는 정상상태 구간

으로 나타난다. 윈도우 작동 소음의 현 수준 평가는 

정상상태 구간 2초 간의 전대역(overall) 값을 기준으

로 하였다. 윈도우 상승 및 하강 시 발생하는 소음 레

벨은 각각 53.5 dB(A), 54.5 dB(A)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윈도우 작동 소음의 가진원을 파악하기 

위해 Fig. 2의 소음 신호를 퓨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the operat-
ing noise of the door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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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을 획득하고 분석하였다. Fig. 3은 윈도우 상

승 및 하강 시 발생하는 소음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

럼이다. 윈도우 상승 시 707 Hz, 1414 Hz, 하강 시 

927 Hz, 1854 Hz에서 피크가 관찰되었으며, 상승 및 

하강 시에 공통적으로 전대역에 거쳐 기저 성분이 관

찰되었다. 피크 성분은 모터 회전에 의한 성분으로 

모터 회전속도를 1X라고 하면 회전자 수(10개)에 의

해 나타나는 10X의 가진 주파수이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승 및 하강 시 가진 주파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동일한 전압에서 모터를 구동하여도 윈도우 

하중의 영향으로 윈도우 하강 시에 모터 회전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3. 소음 발생 메커니즘 분석

윈도우 작동 소음의 발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 도

어 모듈의 조립 조건에 따라 작동 상태를 구분하여 소

음을 측정하였다. 각 작동 상태는 Fig. 4와 같이 모터 

단품 상태, 윈도우 레귤레이터 미작동 상태, 윈도우 레

귤레이터 작동 상태로 구분되도록 조립하였다. 모터 

단품 상태는 모터 단품만을 자유 경계조건에서 모터만 

(a) Upward operating

(b) Downward operating

Fig. 2 Time response of the door window operating 
noise

(a) Upward operating

(b) Downward operating

Fig. 3 Frequency spectra of the door window operat-
ing noise

(a) State of motor only working

(b) State of regulator not working

(c) State of regulator working

Fig. 4 Operating conditions of the doo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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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되는 상태이다. 윈도우 레귤레이터 미작동 상태는 

모터 및 윈도우 레귤레이터 부품들이 모듈 플레이트 

및 도어 판넬에 조립된 조건에서 모터만 작동되는 상

태이다. 윈도우 레귤레이터 작동 상태는 위와 같은 결

합 조건에서 모터, 윈도우 레귤레이터 부품 및 윈도우

가 모두 작동되는 상태로 실제 차량에서 스위치에 의

해 윈도우가 상승 및 하강하는 상태와 같다. 각 작동 

상태에 따른 결합 조건 및 구동 상태에 대하여 간략하

게 Table 1에 정리하였다. 각 작동 상태의 소음 측정은 

2장의 현수준 평가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각 작동 상태의 소음 수준을 확인하고 소

음 신호에 대해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터 단

품 상태, 윈도우 레귤레이터 미작동 상태, 윈도우 레

귤레이터 작동 상태에서 측정한 소음 수준은 각각 

41.8 dB(A), 49.8 dB(A), 53.4 dB(A)이다. 모터 단품 

상태와 윈도우 레귤레이터 미작동 상태를 비교했을 

때 8 dB(A) 가량의 소음이 증가하였으며, 윈도우 레

귤레이터 작동 상태는 미작동 상태와 비교했을 때 

3.6 dB(A) 가량의 소음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작

동 상태에 따라 소음 레벨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작동상

태별 소음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Fig. 5와 같다. 

먼저 Fig. 5(a)와 Fig. 5(b)를 비교했을 때 모터 회전에 

의한 가진 주파수인 10X 성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를 통해 모터의 가진에 의해 모듈 플레이트에서도 소

음이 발생하여 가진 주파수 성분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Fig. 5(b)와 Fig. 5(c)를 비교했을 

때 전 대역에 거쳐 기저 대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윈도우 레귤레이터 부품들이 작동함에 따라 

모듈 플레이트와 윈도우 레귤레이터 부품 간의 영향

과 윈도우와 웨더스트립 간의 영향으로 기저 대역이 

증가함으로써 소음 레벨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품들이 조립되고 작동함에 따라 소음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모터가 모듈 플레이트에 장착되

면서 모터 자체의 소음뿐만 아니라 모듈 플레이트에

서도 소음이 발생하여 윈도우 작동 소음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모터 및 모듈 플레이트에서의 ODS(operating de-

flection shape) 평가를 통해 모듈 플레이트에 모터 

장착 시 소음 증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ODS

는 시스템의 작동 중 변형 형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

법으로 관심 주파수 대역에서의 시스템의 변형 형상

을 확인할 수 있다. ODS 평가는 소음이 크게 증가되

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미작동 상태에서 수행하였으

며, Fig. 6과 같이 모터와 모듈 플레이트에서 총 62개

의 진동 측정 위치와 모터에서 측정 위치 중 한 점을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선정하였다. 변형 형상은 

윈도우 작동 소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10X의 가진 

주파수에서 확인하였다. 먼저 모터에서의 변형 형상

은 Fig. 7(a)에서와 같이 모터 축을 기준으로 비틀림 

거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듈 플레이

트의 변형 형상도 Fig. 7(b)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듈 

플레이트 상의 모터가 위치한 주변부에서 모터 축을 

(a) State of motor only working

(b) State of regulator not working

(c) State of regulator working

Fig. 5 Frequency spectra of the operating noise for 
operating conditions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according to combination 
condition and driving condition

Experiment 
case Combination condition Driving 

condition

State of motor 
only working

Only motor Only motor

State of 
regulator not 

working

Motor, window 
regulator, module plate 

and door panel 
Only motor

State of 
regulator 
working

Motor, window 
regulator, module plate 

and door panel 

Motor, window 
regulator and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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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비틀림 거동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모터 회전 시에 발생하는 비틀림 거동

으로 인해 모듈 플레이트에서 진동이 크게 발생하며, 

모듈 플레이트에 모터 장착 시 소음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4. 소음 저감 방안 도출

모터의 비틀림 거동으로 인해 모듈 플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저감을 위해 도어 모듈의 유한요소 해

석모델을 구축하였다. Fig. 8은 모터, 윈도우 및 모듈 

플레이트의 유한요소 모델이며,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사면체(tetrahedron) 요소를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요소는 245 152개, 노드는 503 317개이다. 모터, 윈도

우 및 모듈 플레이트의 밀도, 질량 관성 모멘트 등의 

관성 제원 및 영률은 사측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유

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각 데이터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모터, 윈도우 및 모듈 플레이트 

간의 조립조건 및 경계조건을 Fig. 9와 같이 부여하였

다. 모터는 모듈 플레이트에 조립되는 세 점의 볼트 

체결부에 고정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윈도우는 홀더가 

위치한 모듈 플레이트의 레일 면에 고정 조건을 부여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 플레이트의 경계조건으로 판

넬에 조립되기 위한 볼트 체결부와 그라운드 간의 스

프링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는 모듈 플레이트가 고정

되는 판넬 끝단의 두께가 얇아서 변형이 발생하기 때

문이며 변형을 고려한 상당강성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은 ANSYS 조화 해석 결과와 ODS 실험 결과

를 비교하여 앞서 구축한 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모터 회전에 의한 가진 주파수 10X에서의 가

속도 크기를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이전 3장에

서 ODS 평가를 위해 측정한 진동 신호를 이용하였

다. 조화 해석을 위해 모듈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모

터의 토크를 모듈 플레이트에 조립되는 세 점의 수직

방향 힘으로 변환하여 10X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갖

는 가진력을 부여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6(b)에 표

시된 ODS 측정 위치와 동일한 위치인 50개의 지점

 
(a) Front view (b) Rear view

Fig. 8 FE model of the door module(a) The window regulator motor

(b) The module plate

Fig. 6 ODS measurement points

(a) The window regulator 
motor

(b) The module plate

Fig. 7 ODS

Table 2 Properties of the door module components

Components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Motor 4769 100

Window 2272 80

Module plate 132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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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0X의 가속도 크기를 획득하였다. Fig. 10은 각

각 조화 해석과 ODS 실험을 통해 획득한 진동 측정 

위치별 10X의 가속도 크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

속도 크기 비교결과, 전체적으로 측정 위치별 가속도 

크기의 경향성이 유사하고 특히 진동이 크게 발생하

는 모터 주변부에서 가속도 크기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 따라서 구축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었다.

앞서 구축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모듈 플레

이트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윈도우 작동 시에는 윈도우와 웨더스트립 간의 

영향과 모듈 플레이트와 윈도우 레귤레이터 부품 간

의 영향으로 인한 소음도 발생하지만 모터가 장착됨

에 따라 모듈 플레이트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다른 부품들로 인한 소음 발

생에 대한 저감 방안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모듈 플레이트의 구조적 문제는 모듈 플레이트

의 경계 위치에서만 도어 판넬과 조립되어 고정되고, 

내부는 모터를 포함한 다름 부품들과의 조립으로 인

해 도어 판넬과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터의 비틀림 

(a) The module plate and 
moto

(b) Window

Fig. 9 Assembly and boundary coditions 

(a) The simulation result

(b) The experiment result

Fig. 10 Acceleration magnitude according to vibrati- 
on measurement points

(a) Stiffness reinforcement
model

(b) Face reduction model

Fig. 11 Modified model of the module plate

(a) Existing module plate

(b) Stiffness reinforcement model

(c) Face reduction model

Fig. 12 Deflection shape of modifi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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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따라서 모터의 비틀

림 거동으로 인해 모듈 플레이트에서 발생되는 진동

을 저감시키기 위해 Fig. 11과 같이 모듈 플레이트의 

형상을 변경하였다. Fig. 11(a)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모듈 플레이트의 레일 형상이 모터의 비틀림 거동에 

대한 리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터의 조립각도를 

변경하였으며, 모터의 비틀림 거동으로 인한 진동을 

방해할 수 있도록 모터 주변부에 리브를 추가하여 모

듈 플레이트의 강성을 보강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Fig. 11(b)와 같이 Fig. 11(a)의 방안에 와이어가 위치

한 면의 폭을 축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리브를 추가

하여 진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면을 최소화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모듈 플레이트와 형상 변경 모델에 

대한 조화 해석을 통해 모듈 플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진동 크기를 확인하였다. Fig. 12는 각각 기존 모듈 

플레이트, 강성 보강 모델, 와이어가 위치한 면 축소 

모델의 변형 형상을 나타내었다. 변형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듈 플레이트의 전체적인 면에서 진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모터 주변부에서의 진동이 크게 

저감되었다. 개선 방안의 진동 저감량을 확인하기 위

해 모듈 플레이트의 전체 면에서 발생하는 가속도 값

을 획득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산출한 결과, 기존 

모델, 강성 보강 모델, 면 축소 모델에서 획득한 가속

도 평균값은 각각 0.35 m/s2, 0.19 m/s2, 0.07 m/s2이

다. 즉, 기존 모델 대비 강성 보강 및 면 축소 모델인 

Fig. 11(b)의 개선 방안의 가속도 평균값이 80 % 감

소하였다. 따라서 강성 보강 및 면 축소 모델과 같이 

모듈 플레이트의 구조를 개선하면 윈도우 작동 시 발

생하는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차량 프런트 도어 윈도우의 작동 소

음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구조개선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윈도우 작동 소음

은 차량 운행 시 운전자 듣는 귀 위치를 기준으로 측

정하였으며 조립 상태에 따른 소음 신호의 주파수 스

펙트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터 회전에 

의한 성분이 소음에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며 모

터가 모듈 플레이트에 장착됨에 따라 소음이 크게 증

가하였다. 또한, 소음이 증가하는 원인을 윈도우가 작

동 시 발생하는 변형 형상을 통해 규명하였으며, 모

터 회전 시 발생하는 비틀림 거동으로 인해 모듈 플

레이트에서 진동이 크게 발생하여 소음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모듈 플레이트의 형상 및 

모터의 조립각도 변경을 통해 모듈 플레이트에서 발

생하는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구조개선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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