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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ivers of commercial vehicle easily feel tired because of a long time driving and bad road 
condi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make the driver seat comfortable. This paper introduces 
the suspension system of driver's seat using magnetic force. The combination of linear spring and 
magnetic force can make nonlinear spring which has optimal stiffness for minimal vibration 
transmissibility. The vibrations of driver's seat floor are measured in various road condition. And the 
numerical simulations and experiments are performed to define the optimal parameter of magnetic 
suspension system.

1) 

1. 서  론

상용차 운전자는 운전시간이 길고, 비포장도로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주행조건에서 운전을 하므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따

라서 상용차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 및 

안락성 유지를 위해 시트에 현가장치를 구성하는데 

보통 스트링-댐퍼(Spring Damper)로 구성된 현가계

를 이용하며, 일부 고급 상용차는 에어스프링(Air 
Spring)을 이용하여 안락성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본 논문은 자석을 이용하여 비선형 현가계를 구성함

으로써 운전자의 안락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 국도, 고속도로, 시내도로 주행 및 

비포장로, 특수로 주행을 통해 차량 운전석 바닥의 

진동특성을 분석하였고, 현가계 모델링 및 수치해석

을 통하여 현가계 강성에 따른 진동전달률을 분석하

여 최적의 현가계 강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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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의 힘의 관계를 시험 평가를 통해 검증하였다..

2. 상용차용 마그네틱 현가계 설계

2.1 상용차 주행 시 진동특성 분석 

(1) 일반도로 주행시험

상용차의 차량 운전석 바닥 진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도로 주행 시 진동을 측정하였다. 가속도

계를 운전석 바닥에 고정시키고 데이터 획득장치 

(Data Acquisition)를 이용하여 주행데이터를 측정하

였다. 도로별 주행 시 특성을 보기 위해 고속도로, 
국도평지, 국도 산악로, 시내도로, 비포장로를 주행

하여 차량 운전석 바닥의 진동을 측정하였다.

Figure 1 Commercia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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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AQ system for vehicle road driving test

Figure 4는 측정된 차량 운전석 바닥의 가속도 

진동신호를 보여주며, Figure 5는 주파수 도메인으

로 변경한 차량 운전석 바닥의 PSD를 나타낸 그림

이다.

Figure 3 Driving Test(National highways)

Figure 4 Time signals at driver seat floor
(National highways)

Figure 5 PSD of vibration signals at driver seat floor
(National highways)

Figure 5의 PSD에서 2 Hz 부근의 첨두치는 차량 

스프렁 질량(Sprung Mass)의 공진으로 보이며, 20 
Hz부근의 첨두치는 차량 언스프렁 질량(Un-sprung 
Mass)의 공진으로 사료된다. 

 

Figure 6  Oscillating displacement of driver seat 
floor(National highways)

측정된 가속도를 식(1)로 변환하면 Figure 6과 같

은 진동변위를 구할 수 있다.

   


            식(1)

 Figur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 Hz 이하의 저

주파대역은 진동변위가 크며 고주파로 갈수록 진동

변위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2) 특수로 주행시험

상용차의 험로 주행 시 진동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특수로 주행시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7 Driving Test(Proving ground)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벨지안로 및 표준악로를 시

속 10 km로 주행하면서 운전석 바닥 진동을 측정

하였다. 일반도로에서의 주행결과와 같이 스프렁 질

량 공진이 첨두치로 나타나고 언스프렁 질량 공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였으며 일반도로 대비 저주파의 가

진이 주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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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ime signals at driver seat floor
(Proving ground) 

Figure 9 PSD of vibration signals at driver seat floor
(Proving ground)

Figure 10 Oscillating displacement of driver seat 
floor(Proving ground)

(3) 노면 진동 특성 선정

상용차의 사용용도에 따라 두가지 노면을 설정하

였다. 주로 온로드(on-road)를 주행하는 상용버스 및 

상용트럭의 경우 유럽자동차연합회에서 정의한 노면

빈도를 고려하여 온로드용 차량 운전석 진동을 설정

하였고, 건설장비 및 특수차량 등 주로 오프로드 

(Off-road) 및 험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위해서는 특

수로에서 시험한 벨지안로, 표준악로를 기본으로 하

는 오프로드용 차량 바닥진동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상용차용 차량 현가계 개발 시 차량의 사용용도에 

맞춰서 현가계의 설정을 다르게 구성하여 안락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화가 요구된다.
Table 1 온로드 차량 주행 노면 빈도

(CARLOS Europe)

고속도로 국도 평지
국도 

산악로
시내도로 비포장로

30 29 14 23 4

Figure 11 Estimated acceleration profile of  driver 
seat floor(for on-road condition)

Table 2 오프로드 차량 주행 노면 빈도

벨지안로 표준악로

50 50

Figure 12 Estimated Acceleration Profile of driver 
seat floor(for off-road condition)

2.2 마그네틱 현가계 특성 분석
(1) 진동 전달률 해석을 통한 강성 최적화

상용차의 주행 시 차량 실내 바닥의 진동이 시트

에 전달되는 진동전달률을 분석하여 최적의 강성을 

구하였다. 운전자 바닥의 진동이 운전자에 전달되는 

진동전달률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델링을 구

성하였다. 

Figure 13 The modeling of the driver seat suspension

위의 2자유도 모델링의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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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본 운동방정식을 통하여 차량 운전석 바닥진동이 

운전자에 전달되는 진동전달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Figure 14 The acceleration transmissibility ratio of 
the driver seat suspension

 차량 시트 강성 10,000N/m~90,000N/m까지 구

간의 강성을 변경시키면서 각 주파수에 대한 진동 

전달률을 구하면 Figure 14와 같다.

Figure 15 Define of stiffness for minimal 
transmissibility

각 주파수에서의 진동 전달률이 최소가 되는 강

성을 구해 보면 Figure 15와 같으며, 2Hz 미만의 

저주파에서는 강성이 높은 경우가 유리하고, 2Hz 
이상의 주파수에서는 강성이 낮은 경우가 차량 시트 

진동 전달률에서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2) 마그네틱 현가계 설계변수 설정

마그네틱 현가계는 선형스프링과 자석을 조합하

여 변위에 따라 강성이 변하는 비선형 스프링을 구

현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진동변위량이 큰 저주파

에서는 강성이 강하고, 진동변위량이 작은 고주파에

서는 강성이 약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Figure 16 The structure of magnetic suspension 
system

Figure 17 The principle of magnetic seat suspension

 자석의 N극과 S극을 동일 위치에 배치하여 중립

지점에서 척력이 발생하고, 중립지점을 벗어나면 인

력일 발생하여 중립지점에서 변위가 작은 진동은 강

성을 작게 중립지점에서 변위가 큰 진동을 강성을 

크게 하는 현가시스템이다.
앞에서 정의한 온로드 및 오프로드 가속도 값을 

변환하여 진동변위를 구하면 Figure 18과 같다. 시

험결과를 바탕으로 상용차의 차량 용도에 따라 마그

네틱 현가계의 자석 사이즈 및 NS극 배치 간격을 

설정할 수 있다. 

(a) on-ro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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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ff-road condition
Figure 18 Oscillating displacement of vehicle floor in

 

Figure 19 Define the magnetic size and the location 
of NS pole

자석의 종류는 페라이트, 알니코, 네오디움계 등 

다양하며, 같은 계열이라도 성분, 크기, 환경에 따라 

자력의 세기가 다르다. 자력을 변경시킬 때의 시트

현가계의 강성을 분석하면 Figure 20과 같다. 자력

의 세기가 너무 커 선형스프링의 강성을 넘어서면 

불안정한 현가시스템으로 변하게 되고, 너무 작을 

경우 비선형 스프링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 설계자

의 최적 선택이 요구된다.

Figure 20 The stiffness of the driver seat suspension 
according to magnetic strength 

또한 자석간의 간격에 따라 자석간의 힘이 변화

하는데 자석 간격이 가까울수록 힘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자석의 간격설정에 따른 시트현가계 강성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마그네틱 현가계의 자석간격을 

조절하였을 때의 전체 시트 현가 강성을 Figure 21
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석의 간격이 좁을 수로 자력

이 세져 장점이 있으나 제품 제작가공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Figure 21 The stiffness of the driver seat suspension 
according to gap between the magnet

 
2.3 마그네틱 현가계 특성 시험
(1) 마그네틱 현가계 특성 평가

현가계에 들어가는 자석을 선정하기 위해 자력특

성을 측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다. 자력의 크기가 

시트의 선형스프링의 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

큼 커야 하므로 희토류계 자석인 네오디움계(NdFeB 
Magnet) 자석을 선정하였다. 네오디움계 자석은 자

력밀도가 높고, 자력대비 가격이 낮으며, 가공성이 

양호하고, 산화에 강한 특징이 있다.

Figure 22 The magnet sample and tesla meter

자석의 자력밀도를 자력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지그를 제작하여 자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에 사용된 자석의 NS 가운데 자력밀도는 350 mT
이며 샘플 2개를 1mm, 2mm, 3mm 간격으로 배치

하고 액추에이터(Actuator)로 밀어 두 자석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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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로드셀(Load cell)로 측정하였다. 측정지그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고, 자기력 변화로 인한 에디

커런트(Eddy current) 발생 및 자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0.005m/sec로 하여 천천

히 변화시켰다.

Figure 23 The setup of magnetic power test 

측정된 자석간의 힘의 크기는 Fig.24와 같이 비선

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석의 간격이 좁아

질수록 자석간의 자력은 커지고 자석의 NS 간격에 

따라 피크치의 간격이 결정됨을 검증하였다.

Figure 24 The result of magnetic power test

3. 결  론

본 논문은 상용차 운전석 시트의 안락성 개선을 

위해 운전석 시트를 자석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것을 

연구하였다. 첫 번째로 상용차 다양한 도로조건 주

행 시 운전자 바닥의 진동을 측정함으로써 운전석 

바닥의 진동분포를 확인하였으며, 온로드용, 오프로

드용 진동 패턴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차량 운전

석 바닥 진동이 운전자에 전달되는 전달률을 분석하

여 진동전달을 최소화하는 강성을 구하였다. 세 번

째로 앞에서 설정된 주행 시 진동패턴과 강성최적화

를 바탕으로 마그네틱 현가계의 자력 선정, 자석 배

치를 결정하였고, 시험을 통해 마그네틱 현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용차의 운전석 진동

패턴 분석 및 새로운 마그네틱 현가계의 강성 및  

진동전달 특성을 분석하고,  마그네틱 현가계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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