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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improves driver's comfort by controlling the damping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driving situation. For the driver's comfort evaluation, test procedure has the two 
methodologies which are filed test and lab test. A field test method has a drawback.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money 
on repetitive test, due to the sensitivity of field test. On the other hand, the test with six axes simulation table at 
laboratory can obtain the repeatability of test, better than the field test method. In this paper, the procedures of ride 
performance test and control logic tuning with the table are presented. Drive files of the table can be represented with 
the almost same input condition as field test data. According to the result from the comparative test using six axes 
simulation table between passive and semi-active system by making ECU logic tuning, the RMS acceleration of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was reduced by 29.6% compared with passive system.

Key words : Heavy truck( 형 트럭),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 
Road load data acquisition(도로 하  데이터 계측), 6 axes simulation table(6축 가진 테이블), Ride performance 
evaluation(승차감 성능 평가) 

1. 서 론1)

형 트럭 캐빈 공기 가시스템은 장시간 운

에 따른 운 자의 승차감  피로도를 개선하기 

하여 사용된다. 최근에는 승차감을 개선하기 하
여 기존의 수동형(passive) 시스템에 제어기능을 추
가한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은 차량의 주
행상태에 따라 캐빈 가시스템의 감쇠특성을 연속

으로 는 비연속 으로 조 하여 운 자의 승차

감을 향상시키고, 캐빈(cabin)의 자세제어를 통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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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자세유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1) 이와 같은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구성 부품 개발과 함께 제어로

직 개발, 그리고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방법으로는 
실차시험 방법과 실험실 시험 방법이 있는데 실차

시험 방법은 승차감 평가용 시험로를 주행하면서 

시험자의 주  평가나 계측기를 이용한 객  

평가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승차감 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차 주행시험을 통하여 수동형과 
반능동형 시스템을 평가하는 경우 동일한 승차감 

시험로를 주행한다 할지라도 차량의 속도, 주행 궤
, 운 자의 조작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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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스템의 정 한 성능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어

렵다. 따라서 많은 반복 시험과 숙련된 시험자를 필
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제어로직 튜닝 작업 시에도 
실차 주행시험을 이용하는 경우 노면 입력이 변동

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 효

율 으로 반능동형 캐빈 가시스템의 제어로직 개

발을 하여 6축 가진 테이블을 활용한 승차감 성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6축 가진 테이블은 실차시
험에서 측정한 캐빈의 운동을 테이블 에 그 로 

재 하면서 반복시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차시

험에서는 얻을 수 없는 시험의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과 같이 
제어형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동일 가진 입

력조건 하에서의 시험이 요한데 6축 가진 테이블
을 이용하면 실험실 내에서 동일한 노면 입력 조건

을 재 하면서 최 의 제어로직 개발  보완이 가

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 주행시험장 시험을 통

하여 획득한 가속도 신호를 바탕으로 6축 가진 테이
블 구동 일(drive file)을 생성한 후 가진 시험을 수
행하면서 최  제어 라메터를 선정하 고 수동형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승차감 성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 다.

2.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

형 트럭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은 주

행  차체 임에서 캐빈으로 달되는 진동을 

연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Fig. 1
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빈의 방과 후방에 공기스 링(air 
spring)과 쇽업쇼버(shock absorber)가 임과 캐빈 

사이에 직렬로 장착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캐빈 가속도 센서와 2개의 차체 가속도 센서를 이용
하여 캐빈의 동  거동을 감지한 후 ECU에 의해 쇽
업쇼버의 감쇠력을 조 한다. 승차감 제어를 해 
스카이 훅(sky-hook) 이론2)

을 용하 으며 다음 식

과 같이 감쇠력을 제어한다. 

Fig. 1 Scheme of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 
        

 (1)

여기에서  는 쇽업소버의 감쇠계수,  는 캐빈 

상하방향 속도,  는 트랙터 차체 임의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캐빈과 차체 임사이의 상  운

동을 이용하여 캐빈의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제어한다.
Fig. 2에는 공기스 링과 쇽업쇼버가 직렬로 연

결된 CDC 쇽업소버 형상을 도시한 것으로 하단부
의 외장형 CDC(continuous damping control) 솔 노

이드 밸 를 이용하여 쇽업쇼버의 감쇠력을 제어한

다. Fig. 3에는 CDC 쇽업쇼버의 감쇠력 특성곡선(힘
-속도, F-V 선도)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솔 노이드 밸 의 류량을 제어하여 

최  감쇠력과 최소 감쇠력 구간 내에서 하게 

감쇠력을 조 할 수 있다.

Fig. 2 Installation of CDC Shock absor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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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V diagram of CDC shock absorber

3. 주행시험장 시험

3.1 시험장치 구성  주행모드

6축 가진 테이블은 주행시험장에서의 측정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시험기를 가진하기 때문에 주행 모

드에 따른 실측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승차감 성능 평가를 하여 국내 완성차업체의 승

차감 평가용 특수 노면을 주행하면서 가진량을 측

정하 다. 시험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18ton 트
랙터-트 일러로 7개의 3축 가속도계와 1개의 단축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차량의 진동을 측정하 다. 
측정 치와 센서의 수는 6축 가진 테이블에서의 

재 과 캐빈 운동 특성 평가에 필요한 치를 선정

하 다.3,4) Fig. 4와 5는 트랙터에 가속도계와 이블
을 장착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랙
터 차체 임에 3개의 가속도계(#1, #2, #4)를 설
치하 으며 이것은 6축 가진 테이블에서의 재  시

험을 해 설치하 다. 캐빈 앞쪽과 뒤쪽 쇽업쇼버 
상단에 2개의 가속도계(#3, #5)를 설치하 으며 이

것은 캐빈 운동 특성 분석을 한 것이다. 6번 가속
도계는 운 석 시트 에 설치한 것이며(seat pan), 7
번 가속도계는 시트 아래 임에 설치한 것으로 

시트의 진동 달특성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8번 
센서는 캐빈 무게 심 에 설치한 것으로 캐빈의 

진동특성을 분석하기 해 설치하 다.
이상과 같이 트랙터의 임  캐빈에 센서를 

설치한 후 주행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실시하 다. 
실차시험에 사용된 트랙터에는 수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완성차업체의 승차

(a) Front

(b) Rear
Fig. 4 Measuring point of frame

Fig. 5 Measuring point of cabin

감 평가용 주행모드에 따라 주행하면서 가속도 신

호를 측정하 다. 첫 번째 주행모드는 승차감시험
로(ride road) 주행모드로 일반도로, 철길, 비포장로,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노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행모드는 고속
주회로(high speed road) 주행모드로 고속으로 잘 포
장된 아스팔트 시험로를 주행하면서 가속도 신호를 

계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모드를 사용하
여 주행시험을 실시한 것은 상하방향의 가진이 비

교  큰 경우(승차감시험로)와 작은 경우(고속주회
로)에 하여 6축 가진 테이블에서의 재 시험을 통

하여 수동형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승차감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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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신호 분석

신호 측정 시 샘 링 주 수는 1KHz로 설정하
으며 승차감시험로  고속주회로에서 400 간 4회 
반복하여 계측하 다. 주행시험장에서 수집된 신호
에는 드리 트 등 주  잡음신호가 포함되어 있

어 6축 가진 테이블에서의 재 이 어렵기 때문에 

0.8Hz 고주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주  잡음신

호를 제거하 다. 이것은 유한한 운동변 를 가진 

테이블에서 주 의 큰 변 운동을 재 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제거하기 한 것으로 차량에서 승차감 

평가를 한 주요 주 수 구간이 4~8Hz이므로 
0.8Hz 고주  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도 승차감

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Fig. 6에는 캐빈 무게 심 에서 측정한 가속도 

신호를 도시한 것으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

차감시험로에서의 신호가 고속주회로에 비하여 크

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속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고속주회로가 승차감시험로에 비하여 노

면상태는 양호하나 차속이 빠르기 때문이다.

(a) Ride road

(b) High speed road
Fig. 6 Cabin CG point acceleration of field test

4. 6축 가진 테이블 재 시험

4.1 구동 일 생성 

에 기술한 실차 주행시험 측정데이터를 토

로 MTS사5)의 6축 가진 테이블(MAST, Multi- axial 
Simulation Table)을 이용하여 재 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기의 사양은 Table 1에 기술하 으며 50Hz
까지 재 이 가능한 유압시험 장비이다. Fig. 7에는 
6축 가진 테이블을 이용하여 재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험 상물을 가진 테이블 
에 설치한 다음 백색 잡음신호(white noise)를 주
어 시스템의 달함수(FRF)를 구한 후 역함수를 곱
하여 구동 일(drive file)을 생성한다. 그러나 시험 
상물은 선형시스템이 아니고 입출력 신호의 잡음 

요소들에 의해 정확한 모델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

에 반복시험(iteration)을 수행하여 기  이하의 RMS 
오차를 가지는 구동 일을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실차시험과 비교하여 오차 범  내

에서 재 할 수 있기 때문에 6축 가진 테이블을 이
용한 가진 환경은 실제의 주행 환경을 거의 유사하

게 재 할 수 있다.6)

Fig. 8은 캐빈을 6축 가진 테이블 에 장착한 사
진으로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은 차체 임 지그

를 만든 후 그 에 캐빈 공기 가시스템과 캐빈을 

설치하여 실제 차량에 장착된 것과 동일한 환경을 

Table 1 Specification of MAST
Item Specification

Motion 6 degrees of freedom
Pay load 1,600kg

Table dimension 2.5m × 2.0m
System

acceleration
Vertical: 5g, Lateral: 3g

Longitudinal: 4.6g
Stroke Vertical, Lateral, Longitudinal: 150mm
Force Vertical, Lateral: 50kN Longitudinal: 63kN

Velocity Vertical, Lateral, Longitudinal: 1.0m/s
Frequency 0.01~50Hz

Fig. 7 MAST iteration procedure for simul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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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abin on a MAST

(a) Front 

(b) Rear
Fig. 9 Tractor frame jig 

구축하 다. 캐빈 장착 후 테이블 가진 신호 생성을 
해 Fig. 7의 차에 따라 반복시험을 실시하 다. 

Fig. 10에는 반복시험 진행에 따라 승차감모드와 고
속주회로 모드에서의 RMS 오차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여기에서 RMS 오차는 실차 주행시험 시 트랙
터 차체 임 에서 측정한 신호와 6축 가진 테
이블 시험 시 발생하는 신호사이의 RMS 오차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RMS 오차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상 반복시험이 수행되면 더 이상 오차가 감

(a) Ride road

(b) High speed road
Fig. 10 Trend of RMS error according to the iteration

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승차감시험로의 경우 5% 
이내의 RMS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고속주회로의 
경우 약 13% 정도의 RMS 오차를 보이는 등 10% 내
외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어 생성한 구동 일을 이

용하여 재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5)

4.2 최  제어 라메터 선정

에서 생성한 구동 일을 이용하여 반능동형 

캐빈 가시스템의 제어로직을 튜닝하여 최 의 승

차감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가진 시험을 실시하

다. Fig. 11과 같이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
을 6축 가진 테이블 에 설치하 으며 제어를 하

여 차체 가속도 센서(body-G 센서) 3개와 차륜 가속
도 센서(wheel-G 센서) 2개를 설치하 다. 
캐빈 앞쪽과 뒤쪽의 쇽업쇼버 최  제어를 해 

게인 라메터를 변경하면서 가진 시험을 실시하

으며 Table 2에 라미터 변경에 따른 RMS 가속도 
변화를 기술하 다. 실차 주행시험을 이용하여 제
어로직을 튜닝하는 경우 같은 시험로를 주행한다 

할지라도 주행 속도, 주행 궤 , 운 자 조작 등의 

차이에 의해 가진 입력이 변화하여 캐빈의 RM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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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b) Rear
Fig. 11 Sensors of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Table 2 Control gain parameter tuning

Front
shock absorber

Gain 21 120 250
RMS value [g] 0.112 0.113 0.113

Rear
shock absorber

Gain 21 120 250
RMS value [g] 0.092 0.092 0.093

속도 값이 변화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반복시험이 
필요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 한 튜닝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최 제어 게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가진 입력이 가능한 6축 가진 
테이블을 이용하는 경우 시험의 반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체계 으로 최  게인 라

미터 선정이 가능하다. 본 시험을 통하여 앞쪽과 뒤
쪽 제어 게인을 21로 선정하 다.

4.3 승차감 성능평가

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어 로직 튜닝 후 6축 
가진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동형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승차감 성능 평가 시험을 수행

하 다. 승차감 성능 비교를 해 운 석 시트가 장

(a) Ride road

(b) Highspeed road
Fig. 12 PSD of z axis acceleration at floor

Table 3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passive and 
semi-active system

Road 
type Sensor location Passive 

system[g]
Semi-active
system[g]

Reduction 
rate [%]

Ride
road

Seat floor(#7) 0.0983 0.0872 11.29
Cabin CG(#8) 0.1051 0.0934 11.13

High
speed
road

Seat floor(#7) 0.0868 0.0611 29.6

Cabin CG(#8) 0.0812 0.0726 22.26

착된 바닥 임의 z방향 응답특성을 비교하 으

며 Fig. 12에 두 시스템의 가속도 PSD를 비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능동형 시스템이 
수동형 시스템에 비하여 PSD가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운 자가 느끼는 승차감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승차감시험로 모드와 고속주회로 모드에서 수동

형 시스템과 반능동형 시스템의 RMS 가속도 값의 
비교를 통하여 가속도 감소 효과를 비교하 다. 
Table 3에 결과를 기술하 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센서 치나 주행 모드에 따라 승차감 성능 향

상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최  29.6%의 RMS 가속
도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고속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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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험과 같이 균일한 노면 진동에 하여 더 큰 감

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형 트럭 반능동형 캐빈 가시

스템의 승차감 성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 으며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18톤 트랙터-트 일러를 상차량으로 선정하

여 주행시험장에서 승차감을 평가할 수 있는 시

험로인 승차감로와 고속주회로 주행시험을 실

시하여 캐빈에 달되는 진동을 측정하 다.
2) 주행시험장에서 측정한 진동을 6축 가진 테이블
에서 재 하기 해 반복시험을 통하여 시험기 

구동 일을 생성하 으며 실차시험과 비교 시 

10% 내외의 RMS 가속도 오차범  내에서 재

할 수 있었다.
3) 생성한 구동 일을 이용하여 반능동형 캐빈 

가 시스템 제어로직을 튜닝하 으며 6축 가진 테
이블에서 동일 가진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

은 시간 내에 체계 으로 최  제어 라메터를 

선정할 수 있었다.
4) 6축 가진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동형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승차감 성능을 평가하

으며 평가 결과 수동형 시스템에 비해 반능동

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RMS 가속도 값이 최
 29.6%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실험실 내에서의 6축 가진 테이블을 
이용한 시험은 주행시험장 시험에서는 확보할 수 

없는 동일 입력 가진 시험이 가능하여 체계 인 로

직 튜닝과 정 한 승차감 성능 평가가 가능하 다. 
이에 따라 실차시험 시 나타나는 주행 속도, 주행 궤

, 운 자 조작 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입력 가

진 차이를 없앨 수 있어 제어로직 개발기간의 단축, 
비용 감소  정 한 성능 비교가 가능하 으며 향

후 이와 같은 제어형 시스템 개발에 잘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를 해 조해 주신 군산 학교 자동차

부품기술 신센터와 (주)만도 계자께 사의를 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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