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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흡수기의 설계 라미터 불확실성이 
가 장치 성능에 미치는 향

이춘태
*

The Effects of Design Parameter Uncertainty of the Shock Absorber 
on the Performance of Suspension System

Choon-Tae Lee*

요 약

차량을 구성하는 엔진, 미션, 가, 제동, 조향장치 등 다양한 장치 에서 가 장치는 타이어와 차체 사이

에 설치되어 노면에 의한 차량의 진동을 억제하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차륜과 노면 사이에 한 지력을 

유지시켜 차량의 조정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차량역학 인 측면에서 많은 향을 미치는 장치 의 하나이

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용 가 장치의 충격 흡수기를 실제 특성과 유사한 상세 모델로 모델링하고, 충격 흡수

기의 주요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통계 으로 고려하여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이 가 장치의 동  특성에 미치

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ABSTRACT

The functions of shock absorbers are to dampen body, suspend  motions, dissipate impact energy, and control tire 

force variation. During the operation, hydraulic oil is passed between the chambers via a flow restrictions. Therefore 

the damping force characteristics of shock absorber is determined by the characteristics of orifices and flow restrictions. 

The uncertainty in design variable affects the performance of suspension system strongly. But, the researches about the 

influence of uncertainty in design variable such as a fluid restriction’s property of shock absorber, on the suspension 

system performance was hardly ever proposed. In this paper, we used statistical method of Latin Hypercube sampling, 

and the effects of design variables uncertainty on the performance of suspension system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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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차량을 구성하는 엔진, 미션, 가, 제동, 조향장치 

등 다양한 장치 에서 가 장치는 타이어와 차체 

사이에 설치되어 노면에 의한 차량의 진동을 억제하

여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차륜과 노면 사이에 한 

지력을 유지시켜 차량의 조정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등 차량역학 인 측면에서 많은 향을 미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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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가 장치의 구조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충격 흡수기(shock 

absorber)를 심으로 아래쪽에는 각종 링크와 차륜 

등으로 구성된 차륜질량(unsprung mass)이 치 해 

있고,  부분에는 충격 흡수기가 받치고 있는 차체질

량(sprung mass)이 치 해 있다. 이러한 가 장치

의 구성요소 에서 특히 충격 흡수기는 가 장치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요한 부품으로서 내부에는 

충격 흡수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여러 개의 밸 로 구

성된 피스톤밸  조립체와 바디밸  조립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공간은 인장실, 압축실 그리고 

장실로 구분되어 있어 충격 흡수기의 움직임에 따라 

작동유체가 밸 들을 통과하여 이들 공간 사이를 이

동하게 되고 이때 유체의 유동 항에 의해 필요한 감

쇠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충격 흡수기의 

구조  이론식은 이 의 연구[1-2]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그림 1. 차량용 자장치의 구성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 of suspension system

지 까지 가 장치의 성능에 한 다양한 연구

[3-4]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부분의 연구에서 충격 

흡수기는 속도에 비례하는 일정한 감쇠력(을 가진 

집 모델(lumped model)로 모델링되었다. 그러나 실

제 충격 흡수기는 인장  압축행정에서의 감쇠력이 

다르며 행정의 기에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고 히

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는 등 일정한 감쇠력을 가진 

집 모델과는 동 거동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치수  형상공차, 재질의 물

성치 변화 등의 리미터 변동 즉 라미터 불확실성

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반 한 연구는 아직 미

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 장치용 충

격 흡수기를 실제 특성과 유사한 상세 모델로 모델링

하고, 충격 흡수기의 주요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을 통

계 으로 고려하여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이 가 장치

의 동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를 실시하

다.

Ⅱ. 차량용 가 장치 해석 모델

Fig. 2에 가 장치의 성능 해석을 한 1/4차량 

가 장치 모델과 충격 흡수기 상세 모델을 결합한 

체 해석 모델을 나타내었다. 해석모델은 지멘스사의 

Simcenter Amesim R2019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구

성하 고 그림에 해석과 련된 주요 설계변수들을 

표시하 다. 해석모델은 차체질량, 차륜질량, 가 장

치용 스 링, 차륜 등으로 구성된 가 장치 모델과 

본체, 피스톤밸  조립체, 바디밸  조립체 등으로 구

성된 충격 흡수기 상세모델을 결합하여 체 인 

가 시스템 해석 모델을 구성하 다.

그림 2. 차량용 가 장치의 시뮬 이션 모델
Fig. 2 Simulation model of automotive suspension 

system

Fig. 2에 제시한 해석 모델의 주요 설계 라미터

들을 Table 1에 나타내었고 Fig. 3에 가 장치의 성

능지표로 사용되는 차체가속도, 차체변 , 차륜변형량

에 한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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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뮬 이션 라미터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 Value
Sprung mass 400kg

Unsprung mass 50kg
Shock absorber spring constant 18000N/m

Tire spring constant 100,000N/m
Piston valve assembly

Blowoff valve
Cracking pressure 10bar

P-Q Gradient 0.9L/min/bar
Bleed valve Diameter of orifice 1.5mm

Body valve assembly
Blowoff valve

Cracking pressure 10bar
P-Q Gradient 0.9L/min/bar

Bleed valve Diameter of orifice 1.0mm
Diameter of piston 32mm

Diameter of piston rod 18mm
Diameter of inner tube 36mm
Diameter of outer tube 47mm
Hydraulic oil density 850kg/m3

Hydraulic oil bulk modulus 17,000bar

여기서 성능지표로 선택한 차체가속도, 차체변 , 

차륜변형량은 각각 승차감, 가 장치의 작동 공간

(rattle space), 조정안정성과 련된 매우 요한 변

수들이다. Fig. 3(a)에 최  차체가속도, (b)에 최  

차체변 , (c)에 최소 차륜변형량을 표시하 고 Fig. 

3(b)에는 0.1 에 0.1m의 스텝입력으로 가해진 노면입

력도 같이 표시하 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  차체가

속도는 13.56m/sec2, 최  차체변 는 0.179m, 최소 

차륜변형량은 0.027m을 나타내었다.

(a) Sprung mass acceleration

(b) Sprung mass displacement

(c) Deflection of tire
그림 3. 가 장치 시뮬 이션 결과

Fig. 3 Simulation results of suspension system

Ⅲ. 통계  방법에 의한 가 성능 해석

3.1 가 성능 해석을 한 설계변수 선정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이 가 장치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계변수

와 출력변수(response variable)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표에서와 같이 설계변수는 충격 흡수기의 성능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피스톤밸  조립체의 블로

오  밸  크래킹(cracking) 압력 등 총 6개의 변수를 

선정하 다. 이들 설계변수는 정규분포(gaussian 

distribution)를 이루고 평균값 기  10%의 표 편차

를 가진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출력변수는 가 장

치의 성능지표로 사용되는 최  차체가속도, 최  차

체변 , 최소 차륜변형량으로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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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HS 방법에 의한 설계변수 표본추출

통계  방법을 이용한 설계  해석을 해서는 설

계변수의 표본이 통계  계산에 합하도록 확률 으

로 골고루 분포하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표 2. 설계변수와 응답변수
Table 2. Design and response variables

(a)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Distribution Mean Standarddeviation
Blow-off valve cracking pressure of piston valve assembly(bar)

X1 Gaussian 10 1
Blow-off valve PQ gradient of piston valve assembly (L/min/bar)

X2 Gaussian 0.9 0.09

Blow-off valve cracking pressure of body valve assembly(bar)
X3 Gaussian 10 1

Blow-off valve PQ gradient of body valve assembly (L/min/bar)
X4 Gaussian 0.9 0.09

Bleed valve equivalent diameter of piston valve assembly(mm)
X5 Gaussian 1.5 0.15

Bleed valve equivalent diameter of body valve assembly(mm)
X6 Gaussian 1 0.1

(b) Response variables

Response variable
Maximum acceleration of sprung 

mass(m/sec2) R1
Maximum displacement of sprung mass(m) R2

Minimum deflection of tire(m) R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틴 하이퍼큐  샘 링(Latin 

Hypercube Sampling, LHS) 방법은 표본과 시뮬 이

션 횟수가 어도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통계  표

본 추출 방법으로 최근 다양한 연구[5-10]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LHS 방법에 의해 추출되는 j번째 변

수 의 i번째 추출값 는 식 (1)로 부터 구해진다.

  
 

  
                      (1)

여기서 는 ×의 크기를 가진 행렬로서 은 추

출값의 개수를 나타내고 는 설계변수의 개수를 나타

낸다. 의 각 열은 1에서 n까지의 정수를 무작

(random)로 배열한 순열이며 는 균일분포 [0,1]을 

따르는 확률변수이다. 한  는 분포함수

(CDF) 의 역변환함수이다. Fig. 4에 LHS 방법에 의

해 추출된 표본값의 산포도와 확률 도 곡선 그리고 

표본의 통계값들을 함께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LHS 방법에 의해 추출된 설계변수의 값들은 평

균을 심으로 정규분포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표본 역 체에 걸쳐 확률 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 X1 vs. X3

(b) X2 vs. X4



충격 흡수기의 설계 라미터 불확실성이 가 장치 성능에 미치는 향

953

(c) X5 vs. X6
그림 4. 설계변수 산포도

Fig. 4 Scatter plots of design variables

Ⅳ. 통계  해석 결과  고찰

Fig. 4와 같이 LHS 방법에 의해 추출된 추출값들

을 Fig. 2의 시뮬 이션 모델에 입력으로 사용하여 

300번의 반복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이러한 반복 

해석과정을 거친 결과를 통계 으로 분석하기 하여 

먼  설계변수와 출력변수들 간의 상 계를 분석하

다. 변수 간의 상 계는 선형성(linearity)과 단조

성(monotonicity)이 높을수록 상 성이 높다고 단하

고 상 계를 평가하기 한 방법[11-12]으로는 피

어슨 상 계수(Pearson Linear Correlation Coefficien, 

PLCC), 스피어먼 상 계수(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SROCC), 달 상 계수

(Kendall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 

KROCC)가 주로 사용된다. 피어슨 상 계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고 스피어먼과 달 

상 계수는 단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상

계수 평가 방법은 식 (2), (3), (4)로 표시된다.

PLCC = 









 
 








 
 



           (2)

SROCC = 

 





               (3)

KROCC = 







                     (4)

여기서 M은 샘 의 개수, , 는 i번째 샘 값, 

 , 는 평균값, 는 변수의 값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i번째 값들의 차이, 와  는 일치

하는 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들의 수를 나타낸다. 

PLCC가 양의 값일 때는 양의 선형 계가 존재하고 

음의 값일 때는 음의 선형 계가 존재한다. PLCC는 

1에서 –1 범 의 값을 가지며 1 는 –1에 가까울

수록 강한 양 는 강한 음의 선형 계를 나타낸다

고 하고 0에 가까울수록 선형 인 상 성이 없다고 

한다. SROCC 역시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의미는 

PLCC와 유사하다. KROCC는 일치하는 들의 수가 

많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 계수 평가 방법  상 계 평가에 가장 리 

사용되는 피어슨 상 계수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  차체가속

도 R1  최  차체변  R2와 가장 큰 상 계를 

가지는 설계변수는 X2로서 상 계수는 각각 –0.95와 

-0.609의 강한 음의 상 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한, 최소 차륜변형량 R3는 설계변수 X4에 의해 가

장 큰 향을 받고 상 계수는 –0.854로 강한 음의 

상 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상 계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출력변수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를 선정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을 수행하 다. 

반응표면 분석법은 여러 개의 설계변수들이 복합 으

로 작용하여 출력변수에 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설계변수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출력변수 변화를 근

사 인 표면의 형태로 표시한 도식  분석 방법이다. 

일반 으로 반응표면 분석법은 반응표면 곡선의 형태

에 따라 1차 는 2차 이상의 고차식으로 표 되며 

일반 으로 2차의 반응곡면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주

로 사용되며 오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회귀모델로 나타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식 

(5)와 같은 이차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반응표면 곡선

을 생성하 다.

 




 















  (5)

여기서 는 출력변수, 는 계수(coefficients), k는 

출력변수의 개수, 는 설계변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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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ximum acceleration of 
sprung mass R1

Maximum displacement of 
sprung mass R2

Minimum deflection of tire 
R3

Piston 
valve 

assembl
y

Cracking 
pressure of 

blowoff 
valve X1

r = 0.113 r = 0.147 r = -0.062

PQ gradient 
of blowoff 
valve X2

r = -0.95 r = -0.609 r = 0.219

Equivalent 
orifice 

diameter of 
bleed valve 

X5
r = -0.288 r = -0.154 r = -0.003

Body 
valve 

assembl
y

Cracking 
pressure of 

blowoff 
valve X3

r = -0.001 r = -0.548 r = 0.093

PQ gradient 
of blowoff 
valve X4

r = -0.007 r = 0.408 r = -0.854

Equivalent 
orifice 

diameter of 
bleed valve 

X6
r = -0.016 r = 0.271 r = -0.086
그림 5. 설계변수와 출력변수간의 상 계

Fig. 5 Correlation between design and response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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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2, X5 vs. R1

     

(b) X2, X3 vs. R2

     

(c) X2, X4 vs. R3

그림 6. 응답 표면  이차원 등고선도 시뮬 이션 결과
Fig. 6 Simulation results of surface response and 2D contour p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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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하여 상

계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반응표면 분석법으로 추

정한 응답 표면과 2차원 등고선 평면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a)에서와 같이 최  차체가속도 

R1은 설계변수 X2의 증가에 의해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X5의 증가에 의해서는 완만히 감소하

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상 계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ig. 6(b)와 (c)에서

도 상 계 해석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응표면 분석법에 의한 Fig. 6(a)의 응

답을 벡터 표시법을 이용하여 식 (6)에 나타내었다. 

한 Fig. 7에 출력변수들의 확률 도분포를 나타내

었다. 

Response = 

here, V =        

Q = 











   – – – –
    – – 
    –  
 –   –  
 – – –   
 –    – –
     – 

 (6)

(a) Frequency distribution of R1

(b) Frequency distribution of R2

(c) Frequency distribution of R3
그림 7. 출력변수의 히스토그램
Fig. 7 Histogram of output variables

그림에서와 같이 최  차체가속도는 12.75에서 

14.44m/sec
2
, 최  차체변 는 0.174에서 0.185m, 최소 

차륜변형량은 0.026에서 0.027m의 범 에 95.4%의 신

뢰수 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평균을 

기 으로 각각 12.4%, 6.0%, 5.9% 변동함을 알 수 있

다. 분포의 비 칭 정도를 나타내는 왜도 는 편포도

(skewness)는 최  차체가속도가 0.292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양수이므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첨

도(kurtosis)는 최  차체변 가 –0.514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정규분포의 첨도인 0보다 작은 음수이므

로 분포의 높이가 정규분포보다 낮아지는 첨이 됨

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향후개선 방향

이상과 같은 통계  방법을 용하여 설계변수의 

불확실성이 가 장치의 성능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LHS 방법에 의하여 설계변수의 표본을 추출 한 

결과, 추출된 표본값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표

본공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가 장치 차체가속

도 등의 성능 특성에 한 통계  해석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 설계변수와 출력변수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최  차체가속도와 최  차체변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설계변수는 피스톤밸  조립체의 

블로오  밸  유량-압력 기울기 특성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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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한 최소 차륜변형량은 바디밸  조립

체의 블로오  밸  유량-압력 기울기 특성에 

의해 가장 큰 향을 받음을 확인하 다.

3. 반응표면법에 의하여 출력변수의 변동을 회귀모

델의 형태로 표시한 결과, 상 계 해석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설계변수의 통계  특성치

에 하여, 평균을 기 으로 최  차체가속도는 

12.4%, 최  차체변 는 6.0%, 최소 차륜변형량

은 5.9% 변동함을 알 수 있었다.

5. 왜도는 최  차체가속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첨도는 최  차체변 가 가장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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