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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hydropneumatic modeling and dynamic analysis of a heavy truck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is presented.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improves driver's ride comfort by controlling 
the damping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driving situation. So it can reduce vibration between truck frame and 
cabin.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is consist of air spring, leveling valve and CDC shock absorber, and full 
cabin system are mathematically modelled using AMESim software. Simulation results of components and full cabin 
system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of components and test results of a cabin using 6 axis simulation table. It is 
found that the simulation results are in good agreements with test results, and the hydropneumatic model can be used 
well to predict dynamic characterics of heavy truck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

Key words : Semi-active cabin air suspension system(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 Heavy truck( 형 트럭), 
Multi Axis simulation table(다축가진재 시험기), Hydropneumatic modeling(유공압 모델링), Dynamic analysis 
program(동역학 해석 로그램), CDC damper(연속 감쇠력 가변형 퍼), Shock absorber(충격흡수기)

1. 서 론1)

형 트럭은 지상고가 높고 량이 크며 주행환

경이 좋지 않아 운 자의 승차감 개선을 한 다양

한 기술개발  고 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  형 트럭의 캐빈 공기 가장치(cabin air 
suspension system)는 트럭 임(truck frame)과 캐
빈(cabin)사이의 진동을 연하여 승차감을 향상시
키고 운 자의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유공압 해석, 동역학 해석, 실차  실험실 시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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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생산 수가 많

은 승용차 시스템 개발에 비해 상용차 시스템 개발

이 상 으로 빈약하여 련 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캐빈 공기 가장치가 장착된 트럭의 동특

성 해석을 해 공기 가장치의 유공압 특성을 고

려하지 않고 단순 스 링, 퍼로 모델링하여 해석
을 수행하고 있다.1) 그러나 좀 더 높은 수 의 승차

감 목표 달성을 해서는 캐빈 공기 가장치의 유

공압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먼  수동형의 캐빈 공기 가장치를 구성

하고 있는 단품과 체시스템을 AMESim2)
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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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공압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과 해석을 수행

하여 다축가진재 시험기를 이용한 시험 결과와 비

교 분석하 다.3)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승차감을 
개선하기 하여 기존의 수동형 가(passive sus-
pension)시스템에 제어기능을 추가한 반능동형 캐
빈 공기 가시스템(semi-active air suspension 
system)이 개발되고 있다.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
시스템은 차량의 주행상태에 따른 캐빈 가시스템

의 감쇠특성을 연속 으로 는 비연속 으로 조

하여 운 자의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캐빈의 자세
제어를 통한 안정된 자세유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4) 이와 같은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서는 구성부품 개발과 

함께 제어로직 개발, 평가 등이 필요하다. 평가방법
으로는 실차시험 방법과 실험실 시험방법이 있는데 

실차 시험 방법은 승차감 평가용 주행시험장

(proving ground)을 주행하면서 시험자의 주  평

가나 계측기를 이용한 객  평가를 이용하여 시

스템의 승차감 성능을 평가한다. 그러나 실차 주행
시험을 통하여 수동형과 반능동형 시스템을 평가하

는 경우 동일한 승차감 시험로를 주행한다 할지라

도 차량의 속도, 주행 궤 , 운 자의 조작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시스템의 정 한 성능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
으로 반능동형 캐빈 가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해 주행시험장 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가속도 신호

를 바탕으로 다축 가진 재 시험기(multi-axis simu-
lation table)의 구동 일(drive file)을 생성한 후 가진 
시험을 수행하면서 최  제어 라미터를 선정하

여, 수동형과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성
능평가 결과와 모델링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연구

를 수행하 다.5)

2.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

형 트럭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은 주

행  트럭 차체 임에서 캐빈으로 달되는 진

동을 도로조건에 맞게 연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시스템으로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성되
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빈의 방과 후
방 좌우에 각각 공기 스 링과 연속 감쇠력 가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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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CDC damper)가 조합되어 임과 캐빈 사이

에 장착된다. 방의 공기 스 링과 충격 흡수기

(shock absorber)는 좌우 요동 방지 바(anti-roll bar)와 
링크 구조로 좌우가 조합되어 있으며, 후방은 좌우 
독립 으로 설치되어 있다.
캐빈 공기 가장치를 구동하는 공압회로를 보

면, 공기 압축기에서 생성된 압축공기가 장탱크
에 장되고, 벨링 밸 (leveling valve)를 통하여 
공기 스 링에 공압이 정량 공 되도록 하여 캐

빈 하 을 지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벨링 
밸  몸체는 캐빈 마운트에 장착되고 밸 의 버

는 캐빈에 장착되어 캐빈의 처짐 정도를 감지하여 

공기스 링에 정량의 공기압을 공 하여 일정 높

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작동한다.

3. 단품 모델링  해석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단

품으로는 공기압축기, 공기 스 링, 벨링 밸 , 
충격 흡수기, 공압라인(pneumatic line), 연속 감쇠력 
가변형 퍼, 링크(link) 등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단품 모델링에서는 해석 로그램에서 제공되는 

PCD(Pneumatic Component Design)와 HCD(Hydraulic 
Component Design)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각 단품 

모델에서 논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문제
가 없으면 단품 모델을 조합하면서  복잡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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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개발하 다. 한 각 조합단계에서도 논리  

타당성 검토  모델상의 문제 을 악하여 모델

을 개선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5.5bar의 정압 입력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공기압축에 의해 발생되는 압
력 맥동(pressure ripple)은 무시하 다. 모델의 해석 
수행시 단품의 경우에는 안정 모드(stabilizing 
mode)를 사용하 고, 사이즈가 큰 모델의 경우에서 
동  모드(dynamic mode)를 사용하여 해석을 실시
하 다.

3.1 벨링 밸

벨링 밸 는 캐빈의 고 에 따라 공기 스 링

에 압축 공기를 공  는 배출시켜 외부 하 의 변

화에 계없이 캐빈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

는 부품으로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다. 벨링 밸
는 3/2-way 타입으로 립 치의 버가 캐빈의 변

 변화에 따라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버의 작동 
각도에 따라 유량이 선형 으로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버의 각도에 따른 토출 유량

으로 밸 를 모델링 하지 않고 직선 변 로 변환하

여 밸 의 입력 값으로 모델링 하 다.6)

Fig. 2 Schematic of leveling valve and modeling

Fig. 3 Flow rate of leveling valve

Fig. 3에는 버 각도에 따른 유입 는 토출되는 
유량에 해 해석 결과와 실험 데이터를 도시한 것

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립 치에서의 불

감 (dead zone)와 일정 각도 내에서의 선형 인 응

답특성이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공기 스 링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기 스 링은 고무복합재질

의 다이어램  타입으로 규격은 외경 120mm, 내경 
76mm, 높이 225mm, 스트로크 ±40mm 이다.

Fig. 4는 공기 스 링과 AMESim 모델을 도시한 
것이다. AMESim에서 제공하는 공압부품 라이 러

리(PCD library)의 가변 공압 피스톤 서 모델을 사

용하여 모델링 하 으며, Fig. 5에는 노면 입력을 
±40mm, 2Hz의 사인 형 입력을 사용하여

7) 스 링 

계수에 한 해석과 시험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시
험 결과 그래 는 용시험기를 사용하여 힘과 변

(F-S) 계를 추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히스테리시
스를 구할 수 없었으며, 해석에서 구한 그래 의 

간값과 비교할 때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4 Schematic of air spring an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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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S curve result of air spring

3.3 충격흡수기(Shock absorber)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튜 튜 형 충격흡수기(twin-

tube type shock absorber)의 구조를 Fig. 6에 도시하
다. 충격흡수기는 캐빈의 상하 진동을 억제하여 승
차감을 향상시키며, 공기 스 링과의 한 결합

으로 동  하 을 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충격흡
수기는 피스톤의 운동에 따라 피스톤 로드 끝에 설

치된 피스톤 밸 와 충격흡수기의 하단에 설치된 

몸체 밸 에 의하여 감쇠력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하는 감쇠력을 얻기 해 피스톤 밸
와 몸체 밸 의 디스크의 개수나 두께를 조정하

여 결정하게 된다.
Fig. 7은 본 연구에 사용된 충격흡수기로서 피스

톤과 로드 직경이 ∅30, ∅16이며, 장실(reservoir 
chamber)의 입･출력 직경이 ∅48, ∅50.8이다. 블로
오 밸 (blow off valve)와 인테이크밸 (intake 
valve)를 릴리 밸 (relief valve)로 모델링 하여 실
제 유동특성과 유사하게 모델링 하 다.8) Fig. 8에는 
변  ±40mm, 4Hz의 사인 형 입력조건일 때 충격

흡수기의 F-V(힘-속도) 특성을 그래 로 비교하

다. 시험 결과 그래 는 용시험기에서의 시험을 

통하여 추출하 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를 구할 수

Fig. 6 Schematic diagram of twintube type shock absorber

Fig. 7 Shock absorber model

Fig. 8 F-V curve of shock absorber

없었으며 해석에서 구한 그래 의 간값과 비교할 

때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3.4 연속 감쇠력 가변형 밸

Fig. 9는 공기 스 링과 충격흡수기가 직렬로 연

결된 CDC 충격흡수기이며, 하단부의 외장형 연속 
감쇠력 가변형 솔 노이드 밸 를 이용하여 감쇠력

을 제어한다.
Fig. 10에 솔 노이드밸 (solenoid valve)의 내부 

단면을 도시하 으며 입력 류가 인가되었을 경우 

스풀(spool)의 치에 따른 유로의 흐름을 도시한 것
으로 소 트 모드(soft mode)와 하드 모드(hard 
mode)일 때 유로의 흐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Fig. 11은 CDC밸 의 압력-유량 특성 곡선을, Fig. 12
는 입력 류에 따른 감쇠력과 속도의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입력 류값이 낮을수록 퍼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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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hotograph of CDC damper and air spring

Fig. 10 Hydraulic flow of CDC valve

Fig. 11 P-Q curve of CDC valve

성이 하드하며, 입력 류가 높을수록 소 트해지

는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Fig. 13은 충격흡수기와 CDC밸 를 조합하여 

AMESim으로 모델링한 것으로 충격흡수기의 인장
실(rebound chamber)과 장실에 유로를 형성하여

Fig. 12 F-V curve for input current of CDC valve

Fig. 13 CDC Shock absorber model

CDC밸 를 연결하여 구성한 것이다. CDC밸 의 

모델링에는 AMESim의 유압 부품 설계 라이 러리

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실시하 다. Fig. 14는 실험결
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입력 류가 

0.3A, 0.8A, 1.3A로 입력 류가 변함에 따라 하드, 
미디엄, 소 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뮬 이

션 결과 값의 히스테리시스는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며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9-11)

4. 체시스템의 모델링  해석

4.1 시스템 모델링

에서 기술한 단품 모델을 기반으로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에 한 체 모델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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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ard mode 0.3A(L) (a) Hard mode 0.3A(R)

(b) Medium mode 0.8A(L) (b) Medium mode 0.8A(R)

(c) Soft mode 1.3A(L) (c) Soft mode 1.3A(R)

Fig. 14 Front CDC (Left) & Rear CDC (Right) Shock absorber 
response compare with simulation and experiment

하 다. 해석 모델은 캐빈의 무게 심에서 롤(roll), 
피치(pitch)에 한 각도, 각속도, 수직방향의 변 , 
속도 해석이 가능하며 4개의 코 에서 하 , 속도, 
상 변 를 해석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결 부쉬
(bush)의 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캐빈의 형상은 
무게와 성모멘트를 가진 강체(rigid body)로 모델
링 하 다.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공기 스 링, 충
격흡수기를 링크 시스템을 이용하여 트럭 임과 

캐빈에 연결하 으며 공기 스 링의 변  조 을 

담당하는 벨링 밸 는 면 우측과 후면 좌측 

치에 설치되어 있다. 해석 모델에서 가진 입력 지
은 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격 흡수기의 하단
부이며 이 값은 다축가진재 시험시 측정한 값으로

부터 구한 것이다. 결과값은 캐빈의 무게 심 에

서의 변 , 속도, 가속도를 출력하 다. 캐빈의 동  

거동을 감지하여 승차감 제어를 해 스카이 훅

(sky-hook)이론을 용하게 된다.12)

   i f   ≥ 
  i f   ≺ 

 (1)

여기에서 는 충격흡수기의 감쇠계수, 는 캐

Fig. 15 Semi-active system full model

Fig. 16 Input actuating profile

빈의 상향방향 속도, 는 트럭 차체 임의 속도

를 나타낸 것으로 캐빈과 차체 임 사이의 상

운동을 이용하여 캐빈의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제어한다.

4.2 다축가진 재 시험

Fig. 17에 도시한 다축가진재 시험기는 실차조

건의 도로주행 조건을 실험실상에서 6자유도 진동
으로 재 할 수 있는 시험기로 캐빈, 연료탱크, 론
트-엔드 모듈(front end module), 카핏 모듈(cockpit 
module), 의자 등을 재 할 수 있는 시험 장비이다. 
다축가진재 시험기는 실차 주행시험을 통하여 계

측한 가속도 신호가 실험실 내에서 그 로 재 될 

수 있도록 6축으로 가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의 
진동 내구성능 평가나 동특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

으며, 다축가진재 시험은 계측된 실차주행 환경을 

거의 동일한 상황으로 재 할 수 있어 반복성 있는 

시험을 통하여 결과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빈의 동 거동을 재 하기 해



형 트럭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유공압 모델링  동특성 해석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19, No. 2, 2011 63

 

 

Fig. 17 Multi - axis simulation table and cabin setting

 

Fig. 18 Sensor setting point of cabin and frame

주행시험에서 승차감시험로(ride comfort road)와 고
속주회로(highspeed road)의 노면 입력(road input)을 
이용하여 진동량을 측정하 다.
주행  엔진 진동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피하기 

해 엔진 회 을 1200~1400rpm으로 유지하면서 
실차 시험을 수행하 다. Fig. 18은 상 차량으로 
선정한 18톤 트럭의 임에서 캐빈으로 입력되는 

가속도 값의 재 을 한 3개의 가속도계와 재 율

의 참고채 로 캐빈 가장치 상단부에 가속도계 2
개를 설치하 고 캐빈 내부 무게 심 (CG)과 시
트, 시트하단에 각각 1개의 가속도계를 설치하 다.

4.3 시스템 해석

다축가진재 시험기의 시험 시 측정한 충격흡수

기 하단부의 변  데이터는 Fig. 16의 FRT-L, FRT-R, 
RR-L, RR-R과 같으며 이 데이터를 Fig. 15의 반능동
형 캐빈 시스템 해석 모델에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다축가진재 시험기 시험과 해석 시 캐빈 

무게 심에서의 비교결과를 Fig. 19에 도시하 다. 
체 시험 시간은 320여 이며 일부 구간의 결과를 

확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속도

Fig. 19 Acceleration of CG point

최고치(peak)값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 등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체 RMS(Root Mean 

Squared) 오차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7%
이다.

 








  (2)

여기서 는 신호데이터 치이고 은 데이터

의 수를 나타낸다.
Fig. 20은 CDC밸 에 0.3A, 0.8A, 1.3A의 입력

류를 인가한 상태에서 캐빈의 무게 심 에서의 변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소 트 모드(1.3A)일 
경우 변 에서 최고치(maximum peak)값이 가장 높
고 하드 모드(0.3A)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Table 1 RMS acceleration
Experiment Simulation Error Rate[%]

RMS [g] 0.0404 0.0375 0.002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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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sponse of displacement at CG point for each 
current input

Fig. 21 Response of acceleration at CG point for each 
current input

Fig. 22 Response of frequency analysis at CG point for each 
current input

수 있으며, 약간의 상 지연을 가지고 있어 응답이 
느림을 알 수 있다.

Fig. 21은 Fig. 20과 동일한 조건에서 CDC밸 에 

0.3A, 0.8A, 1.3A의 입력 류 인가할 때 무게 심

에서의 가속도 값을 비교하 고, 응답결과 경향은 
변 값의 차이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최고치 값
의 편차는 변  응답보다 크게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22는 캐빈 무게 심 에서의 주 수응답 분

석을 실시한 것으로 1.5~2.5Hz 역에서 트럭 캐빈
의 고유주 수 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9.5~10Hz 역에서 임의 고유주 수 역

을 잘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유공압 단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공압 모델

링  해석 문 소 트웨어인 AMESim을 활용하여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단

품과 체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 으며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벨링 밸 , 공기 스 링, CDC밸   충격흡

수기 등 시스템의 핵심 부품을 모델링하여 단품

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모델링 해석결과와 

특성 곡선이 잘 일치함을 확인하 으며,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한 후 체 시스템 모델을 구성하

다. 여기서 공기압축기는 별도 모델링을 하지 
않고 정압출력을 가정하 으며, 로 동특성은 

무시하 다.
2) 형트럭을 선정하여 주행시험로에서 트럭 

임에서 캐빈으로 달되는 진동을 측정하고 

실험실에서 다축가진재 시험기로 재 할 수 

있도록 반복시험을 실시하여 실험실에서 재

반복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3) 반능동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체 모델 을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해석의 정확도
를 비교한 결과 체 RMS 오차가 약 7%로 분석
되었으며, 해석모델이 시험결과를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4) AMESim을 이용하여 해석 인 방법으로 반능동

형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유공압 시스템 해석

을 통하여 실제 시스템의 특성을 잘 악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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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반능동형 캐빈 유공

압  특성을 반 한 캐빈 공기 가시스템의 모델

링  동특성 해석은 련 시스템의 설계 라미터 

결정 는 부품 설계에 활용되어 개발기간을 단축

시키고 해석상으로 승차감 향상 등 성능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군산 학교 공학연구소의 일부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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