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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의 초기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는 운전자의 조향 의지와 무

관하게 차량이 직진 주행할 때 조향 휠의 입력 또

는 외부 외란이 없는 경우에도 좌측 또는 우측으

로 이탈하려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차량 제조사에 가장 큰 품질 문제 중 하나로 인식

되며 소비자에게도 민감한 문제이다. 차량 쏠림 

현상은 차량의 비대칭 특성, 타이어 비대칭 특성, 

환경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통상 도로구

배, 좌우 Camber/Caster 각 차이, 타이어 PRAT/코

시니티, 전후좌우의 하중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고 알려져 있다.(1,2) 위의 인자들이 타이어 좌우의 

Aligning moment 불균형을 발생시켜 쏠림이 발생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쏠림을 감소 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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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차량의 제동시 쏠림 현상은 크게 타이어에 의한 원인과 현가시스템, 조향시스템 등의 차량구조의 

이유로 발생한다. 그 중 차량구조의 원인은 드래그링크 방식의 조향시스템과 판스프링 형태의 현가 스

프링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CAR 를 사용하여 제동

시 쏠림의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동시 드래그링크와 판스프링의 거동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쏠림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최적화 프로그램인 Visual DOC 를 사용하여 쏠림을 감소시키기 위

한 조향 연결점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설계 변경된 차량의 K&C (Kinematic & Compliance) Test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다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보였고, 전차량 제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동시 쏠림이 감

소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tires, suspension type, and steering system can all cause pulling during braking. Among these, a drag 

link steering system and leaf-type suspension system are significant causes of vehicle pulling. In this study, the pulling 

problem is analyzed using the vehicle analysis program “ADAMS/CAR.” The drag link and leaf spring behavior is 

analyzed to find the key reason for pulling. After this, the optimization program “Visual DOC” is used with 

“ADAMS/CAR” to find a steering link connection point to reduce pulling. After conducting this simulation, K&C 

(kinematic & compliance) test simulation with a modified connection point i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vehicle performance improves. Through a full braking simulation, it is verified that the pulling distance is reduced at 

br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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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적절한 PRAT 를 선정하고 타이어 코시니티, 

좌우 Camber, Caster 등을 조절하여 민감도를 개선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지만 본 논문에서

는 조향시스템의 기구학적 특성에 따른 쏠림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

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트럭과 같은 상용차는 일반 승용차와 달리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공차 상태

뿐만 아니라 적차 상태의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단단한 현가장치가 필요하다. 상용차에서는 일반

적으로 큰 하중에 견딜 수 있으며 구조 강성체로

서의 역할도 같이 수행하는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호치키스(hotchkiss)형 현가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판스프링 현가장치는 판간 마찰에 의한 진동 억제

작용이 크고 구조가 간단하며 변형량에 따라 강성

의 크기가 변하는 특징이 있다. 승용차와 달리 조

향장치는 피트만 암과 드래그링크 구조를 가지는 

조향장치가 사용된다. 피트만 암이 드래그 링크를 

밀고 당겨 좌,우 방향으로 조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러한 현가장치와 조향장치의 특성

으로 인하여 주행 중 제동시 휠 얼라인먼트가 변

하여 차량의 쏠림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동시 차량의 쏠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타이어와 판스프링 현가장치 영향은 

제외하고 조향장치의 연결점 최적 설계를 통해 제

동시 쏠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를 위하여 차량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DAMS/CAR 를 이용하여 쏠림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후 최적화 프로그램인 Visual DOC 를 사용

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2. 차량 모델링 

차량모델은 Fig. 1 에 나타나 있는 모델로 프레임

을 제외한 전체 모델을 강체로 구성하였다. 프레

임은 비틀림과 굽힘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차량의 응답을 얻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탄성체

로 모델링 하였다. 프레임의 자유도는 6 개의 강체 

좌표와 79 개의 모드좌표를 사용하였다. 프레임을 

제외하고 전체 41 개의 강체, 53 개의 조인트, 4

개의 커플러, 전･후륜 각각 2 개의 판 스프링과 

댐퍼로 모델링을 했으며 타이어는 Fiala(3) 모델을 

사용하였다. 전체 2,548 자유도이며 총 13 개의 서

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전륜 현가장치 

전체 10 개의 강체로 구성된 전륜 현가장치는  

Table 1 Degrees of freedom of front suspension 

10 

Bodies 

1 Axle 1 x 6 =  6 

60 DOF 

1 Tie rod 1 x 6 =  6 

2 Spindle 2 x 6 = 12 

2 Hub 2 x 6 = 12 

4 Damper 4 x 6 = 24 

12 

joints 

4 Rev joint 4 x 5 = 20 

-51 DOF 
3 Sph joint 3 x 3 =  9 

3 Uni joint 3 x 4 = 12 

2 Tra joint 2 x 5 = 10 

Total 

DOF 
 9 DOF 

 

 

 
Fig. 1 Commercial vehicle model 

 

 

 
(a) Torsional mode in flexible frame (12.503Hz) 

 
(a) Bending mode in flexible frame (20.059Hz) 

 

Fig. 2 Flexible mode in fram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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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에 의해 차체와 연결되어 있다. 각 바디

는 Fig. 3 과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된 조인트

는 Table 1 과 같이 전체 12 개로 9 자유도 시스템

이다. 

 
Table 2 Degrees of freedom of rear suspension 

11 

Bodies 

5 Axle 5 x 6 = 30 

66 DOF 2 Hub 2 x 6 = 12 

4 Damper 4 x 6 = 24 

12 

Joints 

2 Rev joint 2 x 5 = 10 

-46 DOF 

2 Sph joint 2 x 3 =  6 

2 Uni joint 2 x 4 =  8 

2 Tra joint 2 x 5 = 10 

2 Fix joint 2 x 6 = 12 

Total 

DOF 
 20 DOF 

 

 

 
 

Fig. 3 Topology of Front suspension 

 

 

Fig. 4 Topology of Rear suspension 

 

2.2 후륜 현가장치 

후륜 현가장치도 전륜 현가장치의 경우와 동일 

하게 판스프링으로 차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축의 

비틀림을 표현하기 위해 축을 3 개로 분할하여 축

사이에 빔 요소로 연결했다. 각 바디는 Fig. 4 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된 조인트는 Table 2 와 

같이 전체 12개로 20자유도 시스템이다. 

 

2.3 조향장치 

조향장치는 전체 9 개의 강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조향 휠(steering wheel)의 회전 운동에 의해 전

륜 현가장치와 연결된 드래그링크(drag link)가 앞, 

뒤로 움직이며 조향을 한다. 조향 휠과 드래그링

크의 상대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각 조인트들 사

이에 함수 관계로 구속을 주는 4 개의 커플러

(coupler)를 사용하여 1:22 의 조향비를 가지는 시

스템으로 모델링 하였다.  

 

2.4 판 스프링 

현가 스프링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

형적인(conventional) 겹판스프링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빔요소를 사용하여 판스프링을 모델링

하였고 빔으로 모델링 된 판과 판 사이 끝단에 접

촉과 마찰을 고려하여 모델링 하였다.(4) 

3. 쏠림 매커니즘 

제동시 차량의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은 타이어

의 영향을 무시한다면 겹판스프링 현가장치의 특

성과 조향링크의 연결점 위치에 따라 생긴다. 일

반적으로 겹판스프링 현가장치는 차량의 롤 운동

에 대해 차축의 수직방향 회전(axle yaw)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한 롤 조향이 발생한다. 차량의 제동시 

전륜 현가장치로 하중이 이동하면서 차체는 앞이 

내려가는 다이브(dive)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는 차체에 대해 휠이 올라가는 자운스(jounce) 현

상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휠의 자운스 운동에 

대해 차축은 Fig. 6 과 같이 겹판스프링 현가장치

의 탄성변형과 섀클(schakle)의 회전으로 인해 뒤

쪽으로 밀리게 되며 차체의 고정점을 중심으로 회

전이 발생하여 휠의 토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Fig. 5 Lumped mass/beam elements leaf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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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p view of pulling mechanism at braking 

 

 

이로 인해 차량의 제동시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제동시 제동력에 의해 휠의 자운스 운동

이 발생하며 축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겹판스프링과 전륜 축 연결점 부싱의 변형이 발생

하게 된다. 하지만 제동시 겹판스프링의 비틀림 

운동(windup)에 의한 와인드업 토크가 발생하여 

부싱의 변형이 작아지는 방향, 즉 앞방향으로 밀

어주는 효과가 생긴다. 

4. 조향연결점 최적설계 

제동시 전륜 스핀들과 드래그링크 연결점의 변

화에 의해 핸들의 조작과는 무관하게 Toe 각이 발

생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링크의 연결점

을 변수로 선정하여 차량의 쏠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적의 조향링크 연결점을 계산하였고 

연계 시뮬레이션 과정(5)을 Fig. 7 의 흐름도에 표

시하였다. 

사용된 최적화 방법으로는 Visual DOC 프로그램 

기능 중 하나인 제약최적설계방법(6) (Gradient based 

method)를 사용했다.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는 디자인 변수들의 범위와 제약조건을 선정해야 

한다. 변수들의 초기값(연결점)은 X: 9.79, Y: -

544.0, Z: -63.98 으로 각각의 범위는 9<X<180, -

600<Y<-540, -64<Z<-30 으로 선정하였다. 목적함수

(최적화 대상)는 차량 중심의 Y 축 위치(횡방향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쏠

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거리로 선정했다. 그리고 

제약조건은 차량이 항상 Y=0, 중심점에서 시작하

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쏠림 그래프에서 최소값 

위치(Y=0)를 조건으로 지정하였다. 

ADAMS/CAR 를 이용하여 제동 시뮬레이션을  

 
 

Fig. 7 Flow chart for th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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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raking torque 

 

수행하였다. 2 초 동안 24m/s 의 속도로 주행 후 

0.3G 감가속도가 생길 수 있도록 4 초동안 제동력

을 가하여 차량을 완전히 정지 시켰다. 가해진 제

동력의 크기는 Fig. 8 에서 보여지듯이 2 초에 역 

토크를 발생시켜 6 초까지 4 초 동안 차량이 완전 

정지할 때까지 힘을 작용시켰다. 

최적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쏠림을 최소화 시

키는 연결점은 X, Y, Z 가 10.11, -540.00, -35.81에 

위치 할 때로 확인하였고, 쏠림량은 30.71mm 였

다. 초기모델의 쏠림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쏠림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결점의 위치 변화를 

보면 X방향으로 0.32mm, Y방향으로 4.00mm, Z방

향으로 28.17mm 만큼 이동했고 결과를 통해 Z 방

향으로 변화가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

는 목적함수의 수렴을 보여주고 있다. 



상용차의 제동시 쏠림 개선을 위한 조향 연결점 설계 

   

 

383 

 
Fig. 9 Flow of optimized obje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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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heel travel–Cambe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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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el travel–Toe angle 

 

Fig. 10 Wheel travel vs camber angle, toe angle according 
to kinematic test 

 

5. 최적설계 성능 평가 

5.1 기구학적 테스트(Kinematic Test) 

기구학적  테스트는 차량 구성품의 기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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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eering angle vs caster angle according to 

kinematic test 
 

연결에 따른 차량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

로 휠트래블(wheel travel)과 조향입력에 대한 휠얼

라인먼트의 변화를 표시하였다. (7) Fig. 10 (a)와 (b)

는 휠트래블에 대한 Camber, Toe 각의 응답을 나

타낸 그래프로 범례에서 위의 두 선은 조향 연결

점을 변경하기 전의 결과이고 아래 데이터는 변경

된 후의 결과 그래프이다. Fig. 10 에서 휠의 수직 

변화에 따라 Camber, Toe 각 모두 그 크기가 감소

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차량의 쏠림거리를 감소 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Fig. 11은 조향입력에 대

한 Caster 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으로 연결점 변

경 후에 + 방향으로 조향휠을 돌릴 경우 Caster 각

이 커지고 그 반대 경우에는 Caster 각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aster 각은 차량의 직진성

과 관련된 요소로 연결점 변경 후에 방향만 바뀌

었을 뿐 차량의 성능을 감소시킬만한 변화는 없었

다. 그 외의 조향 입력에 대한 휠얼라인먼트의 응

답은 Fig. 11 의 Caster 각을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

었다. 

 

5.2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컴플라이언스 테스트(compliance test)는 부싱의 

변형에 의한 휠얼라인먼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한 시험방법이다. 타이어에 작용하는 길이방향, 

횡방향, 요방향의 외력을 입력하여 쏠림에 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Toe각을 측정하여 

Fig. 12 (a)~(c)에 나타내었다. 

타이어에 작용하는 Longitudinal, Lateral, Aligning

의 세가지 하중에 대한 Toe 각의 변화를 보면 세 

경우 모두 그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했다. Toe 각

이 감소한다는 것은 타이어를 통해서 어떠한 힘이 

들어와도 쏠림을 적게 발생시킨다는 의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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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gitudinal force - To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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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ateral force - To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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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ligning torque - Toe angle 

 

Fig. 12 Compliance test 

 

점 변경 후에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쏠림이 감소

함을 알 수 있다. 

 

5.3 제동 시뮬레이션 

최적화 과정을 통해 구해진 조향연결점 결과를 

이용하여 쏠림의 감소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제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  시뮬레이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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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Longitudinal 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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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ateral displacement (Pull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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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ertical displacement 

 

 

쏠림 매커니즘 분석 때와 동일하게 2 초 동안 

24m/s 의 속도로 주행 후 0.3G 감가속도가 생길 

수 있도록 4 초 동안 제동력을 가하여 차량을 완

전히 정지 시켰다. 

시간에 따른 차량의 X(길이방향), Y(횡방향), 

Z(수직방향) 방향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Fig. 13

은 시간에 대한 차체 CG 점의 x 방향 위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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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림이다. 두 모델 모두 80m 정도 이동하여 

멈춤을 확인할 수 있다. 세로축이 음의 부호인 것

은 차량의 진행방향 좌표를 –x 로 설정하였기 때

문이다. Fig. 14 는 시간에 대한 차체 CG 점의 횡

방향 변위 즉, 쏠림량을 표시한 그림이다. 최적설

계를 통하여 계산된 조향연결점을 적용한 모델의 

경우 쏠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Fig. 15 는 차체 CG 점의 수직방향 변위를 표

시한 그림이다. 두 모델 모두 거의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쏠림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타이어에 의한 쏠림과 차량의 구조적 

문제 중에서 차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구조적 문제 중 특히 조향 연결점 위치에 의

한 쏠림 원인을 분석하고 쏠림을 최소화시키는 조

향 연결점 위치를 계산하였다. 조향 연결점의 위

치를 설계 변수로 하여 쏠림이 최소화되는 조향 

연결점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적화 

프로그램인 Visual DOC와 ADAMS/CAR를 연계시

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새로 설계된 조향장

치의 연결점의 위치가 쏠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K&C Test 를 통해서 조향능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조향입력에 대한 휠얼라인먼

트의 변화는 Caster 각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휠트래블에 대한 휠얼라인먼트의 변화

는 많은 차이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직진성과 관련 있는 Camber 각 과 Toe 각의 변화

가 많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타이어에 작용하는 각 방향의 하중에 대한 Toe 각

의 변화량을 보면 세가지 힘의 경우에 대하여 모

두 그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Toe 

각 변화량에 많은 차이가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정된 연결점을 이용하여 시뮬레이

션을 수행한 결과, 수정 전 쏠림 거리 4668mm 에

서 수정 후 12.7mm 로 쏠림의 크기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제동시 쏠림을 

발생시키는 여러 인자 중 조향링크 연결점의 설계 

변화를 통해서 제동시 쏠림량을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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