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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control performances of a seat suspension system equipped with magnetorheological 

(MR) dampers using a new adaptive fuzzy sliding mode controller (FSMC).  Adaptive fuzzy controller is 

formulated by considering the acceleration of the seat.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seat 

suspension system realized by the adaptive fuzzy sliding mode controller can provide effective 
performances such as reduced vibration. 

1. 서 론 

운전자의 피로감을 저감하기 위한 운전석 현가

장치가 개발되어 사용돼 왔으며 다양한 노면 조

건 및 환경 하에서의 운전자의 동적 거동을 고려

한 운전석 현가장치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어왔다. 이 중 지능재료를 이용한 반능

동형 운전석 현가장치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중

이며 수동형과 능동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준수한 진동 저감 성능을 갖고 있다(1).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의 제어목표는 운전석

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인간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승차감은 제어에 반영

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어에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운전자가 느끼는 가속도를 이용 적응 

퍼지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운전석 현가장치에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운전자가 느

끼게 되는 승차감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

고자 한다.  

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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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MR댐퍼 설계 

운전석 현가장치에 장착되는 MR댐퍼는 flow 

type이며 피스톤, 실린더, 그리고 가스챔버로 구

성된다. 댐퍼는 1.5A의 전류를 인가 하였을 때 

800N의 댐핑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2.2 운전석 현가장치의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량의 운전석 MR현가장치의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5

자유도의 운전석 현가장치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연립 미분 방정식으로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Fig. 1 Mechanical model of MR seat sus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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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osed-loop structure of the propos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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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A0는 시스템 매트릭스, B0는 입력 매트

릭스 그리고 D는 외란을 의미한다.  

제안된 5자유도의 모델에 대한 상태변수들을 모

두 고려하는 것은 실제 제어기를 설계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제어설계의 단순화와 속도 향상을 위

하여 균형모델축소법(balanced model reduction)

을 이용, 모델을 조금 더 간략화 시켜 4개의 상태

변수를 갖는 균형축소 모델을 적용하였다.  

2.3 적응 퍼지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제어기의 슬라이딩 서피스는 다음 식과 같다. 

)()( tt T xG   (2) 

서피스 계수 ],...,,,[ 210 nggggG 는 상수이

고, 슬라이딩 모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0    (3)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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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란이 D≈ 0이라 가정하에 제어 입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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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간이 느끼는 승차감은 가속도와 연관되어있다. 

본 연구는 Takagi-Sugeno 퍼지를 이용,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을 운전석의 가속도에 근거하여 제어

에 적용하였으며 퍼지 룰의 근거로 ISO2631-1을 

적용하였으며 fig. 2의 알고리즘을 통해 제어에 반

영되었다. 운전석 현가장치에서 얻어진 가속도와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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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T values under bump excitation 

 

라이딩 서피스의 정보를 adaptation law에 반영, 이

에 따른 힘을 MR댐퍼에 적용해 진동을 저감하였다.  

 3. 운전석 가진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운전석의 가속도를 적용한 적

응 퍼지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의 성능을 확인하고

자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가진장비를 이용하여 버

스 바닥에서 운전석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구현하였

으며 이에 따른 운전석 현가장치의 움직임을 LVDT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사인파

의 가진신호를 주어 제어 유무에 따른 운전석 현가

장치의 전달률을 측정하였으며 실제 노면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과속방지턱의 경우를 가진하여 이에 따

른 반응을 측정하였다. Fig. 3의 SEAT(seat 

effective amplitude transmissibility) 값은 운전석

의 전달률을 비교하는 값으로 제안된 적응 퍼지 슬

라이딩 모드 제어의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운전석의 가속도를 제어에 적용하

여 운전자가 느끼는 승차감을 제어에 반영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버스 운전석 현

가장치에 MR댐퍼를 장착하여 실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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