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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virtual components and environment for developing a controller of an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in laboratory that slough off existing development environment using real vehicle test. 
This paper presents an air spring modeling and analysis of air suspension system for a commercial vehicle. 
Preferentially, It was performed vehicle test for pneumatic system and an air spring for characteristic analysis of system. 
Each component of an air spring suspension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emulations and modeling of system for 
pressure and height sensors in the basis on test results in SILS environment.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air spring are 
accounted for using the measured data. Also, pressure and volume relations for vehicle hight control is considered. After 
performance verification of virtual model was performed, we developed virtual environment based on HILS for an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We studied estimation and verification technology for control algorithm that developed.

Key words : Active air suspension system(능동형 공기 가시스템), Air spring(공기스 링), Height sensor(차고센
서), SILS(Software in the Loop Simulation, 소 트웨어기반 시뮬 이션 평가기술),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가상 실기반 하드웨어 평가기술)

Nomenclature1)

HILS :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SILS : software in the loop simulation
RTPC : real time PC
RTOS : real time operating system
CAN : controller area network
RCU : remote control unit
I.C : instrument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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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상용차용 가장치의 기능은 재화물의 하  변

동에 해 주행시  코 링시 안 성을 향상시키

기 한 것으로 소형 상용차에는 기계식을, 
형 상용차에는 자식 가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본 연구 상차량인 5톤  이상인 형 상용차

는 재하 에 따른 부하조건, 노면상태  도로 형
상에 따른 운 조건의 편차가 매우 커서 공기스

링의 압력과 변 에 의해 차고가 독립 으로 제어

함으로써 최 의 승차감  주행 안정성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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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자제어방식의 능동형 공기 가 시스템이 

용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본 시스템은 주행 안정성 
유지와 차량 복방지를 한 고기능 첨단 제어시

스템이 요구되어 아직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다.
능동형 공기 가 시스템의 개발을 해서는 차량 

동력학 해석, 공압 해석, 제어 알고리즘 개발, 핵심
부품(메인제어밸 , 압력/차고센서, 메인제어기 등)
개발, Instrument Cluster 인터페이스  제어 기술 등
이 요구되며, 한, 단품은 물론 모듈, 실차기반 시
제품 평가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승용차에는 이런 단 을 이기 해 차

량에 용된 공기 가 시스템에 해 수학  모델

링 연구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시
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의 승
차감  동력학 해석에 사용되고 있다.1-3)

하지만 상용차에 용되는 공기 가 시스템은 승

용차와 달리 기능면에서 보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

고 있으며 HILS를 용해 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Lab기반 
차량 모델링과 가상제어환경을 용한 상용차용 능

동형 자제어식 공기 가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공

기스 링의 특성시험을 바탕으로 가상 components 
개발  HILS기반 개발환경에 해 연구를 수행하
다.

2. 실시간 어 리 이션 HILS 시스템구성

2.1 하드웨어  소 트웨어 구성

2.1.1 하드웨어

Real Time(이하 RT)시스템은 한 개의 Host와 세 
개의 실시간 운 체제(RTOS)가 탑재된 RTPC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Host PC는 모델링
과 출력을 디스 이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RTPC1

은 동력학  해석과 연산을 담당하고 RTPC2는 외부 

시스템과의 입출력  CAN 통신을 담당하도록 기
능을 부여함으로써 분산처리가 가능하다. 한 

RTPC3은 HEV의 장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
어 HEV/EV용 새시모듈 개발에 용할 수 있다.

RT시스템의 제원은 Table 1과 같으며, Host와 각 
RTPC는 Ethernet으로 연결되며 RTPC간은 Firewire

Table 1 Specifications of real time system
Contents Specification

Manufacture Opal-RT Technologies Inc (Canada)
CPU board Intel MicroProcessor
CAN board Softing CAN-PCI-AC2
ADIO board NI 6602, 6031, 6070, 6713, DIO96

Quantify Multi-node
OS RT QNX

cable로 연결되어 빠른 데이터 송속도를 확보하
고 차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AN
통신 분석 장치와 자가 진단기를 구축하고 있다.4)

2.1.2 소 트웨어

차량의 거동해석  시뮬 이션을 수행하기 해 

상용 S/W인 MSC사의 TruckSim을 사용하 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제어모델과 엔진을 포함한 워트 인 모델은 

Matlab/ Simulink기반 모델을 별도 개발하여 활용하
다.

3. HILS기반 가상 Components 개발

상용차용 능동형 공기 가 시스템은 차량 주행시 

차체에 달되는 진동  충격을 흡수하여 주행 안

정성을 향상시키는 요한 기능 외에 차고제어기

능, 차고기억기능, 축하  정보기능, 축하  배분기

능, 차고복원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러한 기능  제어로직을 평가할 수 있는 HILS 
기반 가상 Components와 시스템을 개발하 다.

3.1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 구성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주요 구성품은 Fig. 1
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공기스 링, 압력
제어밸  등 재 하 을 지지하는 공압모듈, 압력
/차고센서, 제어기 등 하 을 감지하여 차고를 컨

트롤하는 제어모듈, Instrument cluster(IC), RCU등 
차량 작동정보를 확인하고 직  조작이 가능한 클

러스터 모듈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기는 압력센서
의 하 , 차고센서의 차고 데이터를 입력받아 차량 
작동 조건을 악하고 메인제어밸 를 개폐시키

며, 이에 따라 공기스 링 내부로 고압의 공기가 

유입되거나 유출되면서 차량의 하 을 지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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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ration diagram of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차고를 최 제어하게 되고, 이때 운 자는 IC에서 
작동정보 확인  상황에 따른 제한 인 차고 제어

가 가능하다.5,6)

3.2 공기 가 시스템의 CAN 분석  실차시험

3.2.1 J1939 CAN통신 ID 분석

차량 ECU사이의 통신 계를 이해하기 해 

CAN Message의 Source Address와 Destination Address
를 Table 2와 같이 분석하 으며, 공기 가시스템의 

ECU는 클러스터, 엔진, 리타더 등 주변장치에서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엔진  차량상태에 따라 차

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에 
따라 RT 시스템의 CAN 모듈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요구되는 CAN 통신모델을 개발하고 CAN 에러 메
시지를 삭제하 다.

Table 2 Requirement CAN ID analysis
Component Message Source address

Instrument cluster EAC1 0 × 27
Engine EEC1, CCVS 0 × 00

Retarder TD, TCO1 0 × EE

3.2.2 차축 상하작동에 따른 차고센서 특성분석

차고센서의 특성분석을 해 형 6×2 트랙터의 
리 트 액슬의 상승/하강을 반복하면서 ECU 설정 
값에 따른 차고센서의 작동각을 확인하 고, 각 상
태별 Upper, Normal, Lower Level에서 드라이  액

Table 3 Height angle by lift axle up & down
Contents A B Height angle

Lift axle
down

Upper 900 955 +21.5°
Normal 1 775 800 +0.7°
Normal 2 745 755 -4.8°

Lower 690 670 -14.3°

Lift axle
up

Normal 1 818 835 +8.9°
Normal 2 780 780 +1°

슬 임의 하단 면에서 지면까지의 높이 A와 리
트 액슬 임의 하단 면에서 지면까지의 높이 B
를 각각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서 보여주고 있다.

3.2.3 축하 에 따른 에어스 링 압력특성 분석

Drive/ Lift axle에 걸리는 하 을 4~5단계로 구분
하여 차 증가시키며 각 axle의 좌우 하 과 공기

스 링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2에서 보여주
며, Drive axle측에서는 좌·우 무게 배분은 최  40kg, 
Lift axle측에서는 최  260kg까지 편차가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공기스 링 공기압력은 축 하  증

가에 따라 선형 으로 상승하 고, 1.07~6.09bar의 
압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3.3 공기스 링 특성시험  모델링

3.3.1 시험 조건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Simulink기반 수학  

모델을 구축하기 해서 Fig. 3과 같이 공기스 링

의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공기스 링에 공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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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eight distribution and pressure of drive/lift axle

공기압력은 최  10bar까지 공 이 가능하며, 공기
스 링의 하   변 를 가하는 10ton  유압 액추

에이터를 이용하 다. 공기스 링의 공기압력을 제

어하는 메인제어밸 의 특성도 분석하기 해 솔

노이드 동작 모듈을 이용해 특성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조건은 공기스 링의 변 를 구간별로 고정

하고 솔 노이드 밸 의 동작시간을 100~1500ms, 
구간을 200ms 간격으로 제어하여 공기스 링의 압

력 상승폭과 솔 노이드 밸 의 응답성을 측정하

다. 한 공기스 링의 공기압력을 1~8bar 범 에서 

변 를 변화시키며 스 링에 걸리는 하 을 측정하

다.

3.3.2 시험 결과 분석

공기스 링의 내부압력 비 압력증감 폭을 분석

하기 해 공기스 링의 변 를 고정하고 솔 노이

드 밸 의 열림 시간을 100ms 주기로 제어한 결과
를 Fig. 4에서 나타내고 있다. 솔 노이드 밸 가 열

린 시간동안 공 압력의 최고값을 출력하고 닫힌

Fig. 3 Picture about characteristic test of air spring

Fig. 4 Test result of air pressure rise about operating time 
100ms of solenoid valve

순간 증가된 압력값을 출력하고 있다. 이는 압력센
서의 치가 공기스 링의 상부에 장착되어야 하나 

시험여건 상 밸 에 근 한 치에 장착된 결과로 

단되며, 공기스 링의 내부압력은 최고압력에 도달

할 때까지 비선형 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상 공기스 링 모델을 개발하기 해 공기

스 링의 변 에 따른 내부압력의 상승폭을 분석한 

결과를 Fig. 5에서 나타내고 있다. 변 가 작을수록 

압력상승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공
기스 링의 벽면 강성에 한 향으로 체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변 가 커질수록 압력상

승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압력선
도는 변 에 따라 압력상승폭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모델에 모두 반 되었다.
차량 시뮬 이션에 사용될 공기스 링 모델링을 

해 공기스 링의 내부 공기압력 1bar에서 8bar까
지 1bar씩 증가시키면서 분 기 압력을 형성하고 변

를 변화시키며 공기스 링에 걸리는 하 을 Fig. 6
과 같이 정특성에 한 스 링상수를 측정하 다. 
공기스 링의 최 변 는 약 530(+130)mm이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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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ir pressure rise rate analysis about stroke of air spring 
on operation time 500ms

Fig. 6 Test result about loaded force on air spring

기스 링 상단에 설치한 유압 액추에이터가 하강함

에 따라 공기스 링 변 는 차 감소하면서 스

링 하 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 한 공기스
링의 내부 압력이 증가할 수 록 하 의 상승폭이 

증하는 상을 볼 수 있다.
공기스 링의 하 과 공기압력의 계는 공기스

링의 변 와 상 없이 선형 비례 계에 있으며, 
축 하 에 한 스 링 하 은 축과 스 링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공기스 링 하 모델은 

Look-up Table 형식으로 용되고 모델링이 수행되
었으며, Interpolation & Extrapolation에 의하여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3.3 공기스 링 모델링

공기스 링은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스 링의 강

성을 변화시키는 장치로서 모델개발은 특성시험 결

과를 바탕으로 솔 노이드 밸 의 동작에 따라 공

기압력 거동을 재 하도록 수행되었으며 공기압력

의 거동에 하여 차고높이도 변화되기 때문에 차

고높이를 고려한 공기스 링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기본 으로 식 (1)처럼 가스의 압축성을 이용하여 
하 을 지지하는 원리이며 스 링력은 스 링의 높

이 변화량에 따라 결정된다.

   × (1)

여기서,  스프링력
 상당면적
 공기스프링내부압력

동 인 상태에서 공기스 링의 내부 상태를 이상

기체에 한 등엔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할 수 있으

며 질량 유동량과 공기스 링의 높이 변화에 따라 

공기스 링의 내부 압력은 결정이 된다. 단 공기스
링 벽면의 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4)

본 연구에서는 특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압력상

승함수를 사용하여 압력증감 상을 재 하는 모델

을 개발하 다.
Fig. 7과 같이 공기스 링에 공기를 주입/배출할 

때의 압력 증감함수를 산출하 다. 압력 증감 상

의 모사모델은 기 압력 P0을 기반으로 솔 노이드 

밸 의 동작시간의 기  X0와 X'0을 산출한다. 즉, 
공기주입과 배출의 기 이 설정되는 것이며 공기

주입 신호가 입력될 경우 시 은 X0에서 X1로 산출

되고 따라서 그에 응한 압력 P1을 출력한다. 동시
에 공기 배출함수에서도 X'0에서 X'1로 용이 되어 
동기화된다. 반 로 배출일 경우 시 은 X'1에서 X'2
로 산출되고 그에 응한 압력 P2를 출력한다. 동시

Fig. 7 Concept about increase & decrease of air pressure for 
air spr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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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ink model for air pressure emulation of air spring

에 공기주입 함수에서도 X1에서 X2로 용이 되어 

동기화된다.
의 내용은 공기스 링의 변 가 389mm경우에 

해당되며 차고높이의 변화에 따라 압력은 산출  

출력된다.
Fig. 8과 같이 공기스 링 모델을 개발하 으며 

기압력 4bar, 기 스 링 변  389mm을 기 으

로 솔 노이드 밸 의 동작신호에 따라 분기를 

이용하여 동작시간과 공기압력의 거동을 산출하고 

그에 응한 공기스 링 높이가 변화되는 동시에 

높이에 따라 변화된 공기압력은 멀티 스 치를 이

용하여 산출된다.

Fig. 9 Simulation result about increase and decrease of air 
spring pressure by operation signal

Fig. 9는 공기스 링 고정변  389mm에서 2회의 
공기주입과 1회의 배출신호를 입력했을 때 공기스
링 모델의 공기압력에 한 시뮬 이션 결과이

다. 솔 노이드 밸 에 입력되는 신호는 상태 단 

로직을 통해 공기 주입인지 배출신호인지 단되고 

공기스 링 내부 공기압력의 증감이 잘 모사되고 

있다. 

3.4 센서 모델링  에뮬 이터 개발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은 드라이  액슬 차체에 

2개의 차고센서와 공기스 링의 상단에 3개의 압력
센서를 구비하고 있다. 차고센서의 출력 값을 이용
하여 PID 방식으로 제어하고 공기 압력 값을 피드백 
받아 목표치 차고에 도달한다.

3.4.1 정/동 인 차고산출 모델링

2개의 차고센서는 드라이  액슬 축 차체 임

의 좌/우측에 장착되어 있으며 공기스 링의 변  

변화량 한 반응을 출력한다. 
Fig. 10과 같이 임 구조로 되어 있으며 차축

과 공기스 링은 링크 바디에 장착되어 있다. 따라
서 공기스 링의 변  변화에 따른 차고변화량을 

식 (2)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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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imulink model for vehicle height calculation

Fig. 10 Chassis frame about drive & lift axle

여기서,  차축변위
  스프링변위
 링크와차축의중심거리
 차축과공기스프링의중심거리

차고변화량 추정모델은 Fig. 11과 같이 모델링되
었으며 스 링 하 과 압력을 입력받아 차고변화량

을 추정한다. 특성시험 결과  일부 데이터와 

Interpolation & Extrapolation을 용하여 맵을 만들
고 Look-up Table 형식으로 용되었다. 산출된 차
고 변화량은 보정식을 용하여 차고센서 에뮬 이

터를 제어하게 된다.

3.4.2 차고센서 에뮬 이터 제작

차고센서는 차고 변화에 한 인덕턴스(L)값이 
출력되기 때문에 일반 인 센서 모델링으로 해결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Table 4와 같은 소형 서보모터
를 이용하여 차고센서의 각도를 제어함으로써 차량

거동에 한 차고높이의 변화를 재 할 수 있었다. 
진단기를 이용하여 차고센서 동작 범 를 분석한 

결과 Normal level 기 으로 (-)330mm ~ (+)320mm
에서 동작을 인식하 으며, 서보모터의 제어를 
한 신호 주기는 200Hz이며 각도제어는 Duty가 
3~43% (-90~ 90°) 범 에서 이루어졌다.

Fig. 12는 차고센서의 에뮬 이션을 해 소형서

보모터를 이용하여 차고추정 모델로부터 변화량 

응 차고센서가 동작되도록 제작된 것을 보여주고

Table 4 Specification of servo motor
Operating voltage range 4.8V ~ 6.0V

Operating speed 0.28sec/60deg at No Load
Standing torque 8.8kg.m/5deg

Stall torque 11kg.m/5deg
Operating travel 70deg/One side pulse - 0.4ms

Direction Clock wise/pulse - 1.5~1.9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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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PWM Duty(%)

3 26.5 43

Vehicle
height
(mm)

314 0 -327

Fig. 12 Emulator picture of vehicle height sensor

있다. 서보모터의 제어신호에 따라 차고센서는 -45° 
~ +45° 범 에서 차량 거동에 따라 제어된다.

3.4.3 압력센서 모델링

능동형 자제어 가시스템에 장착되는 압력센

서는 총 3개이며, Driving Axle의 좌우 공기스 링에 

2개, Lift Axle의 공기스 링에 1개가 장착되어 있
다. 그리고 계기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기탱크에 

1개가 설치되고 측정범 는 0~10bar이다.
Fig. 13과 같이 압력센서 모델은 아날로그 I/O 보

드를 이용하여 모델에서 산출된 공기압력에 상응한 

센서 값을 출력하도록 모델링되었다.

Fig. 13 Simulink modeling for emulation of pressure sensor

3.4.4 솔 노이드 밸  상태분석 모델

메인제어밸 의 Valve open signal에 따라 솔 노

이드 밸  작동  공기압력의 변동특성을 악하

기 해서 Fig. 14와 같이 신호 모니터링 보드를 제
작함으로써, 차량 거동에 따른 제어모듈의 공기압
력 제어패턴을 분석할 수 있었다.
솔 노이드 밸 의 제어신호에 의한 공기스 링 

모델의 내부 공기압력과 하  값을 산출하여 차량

거동을 악하 다.

Fig. 14 Signal monitoring board & status estimation logic of 
solenoid valve

Fig. 15 Test result about response time of solenoid valve

Fig. 15는 제어모듈에서 메인제어밸 로 Digital 
Valve open signal이 5V 인가될 때 솔 노이드 밸  작

동에 따른 공기 압력의 변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제어모듈의 Valve open signal이 9.32s에서 5V가

인가되었을 때 공기압력은 60ms가 지연된 9.38s에
서 물리  응답이 발생하 으며 300ms가 지연된 
9.62s에서 공기압력이 9.5bar로 최 값을 가지며, 
Valve open signal이 10.1s에서 0V일 때, 공기압력 응
답시간은 60ms 지연되었고, 200ms 후에 5.5bar로 안
정화되는 결과를 얻어 모델에 반 하 다.
솔 노이드 모듈은 Table 5와 같이 메커니즘 공기

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SOL1, SOL2, SOL3 3개의 
솔 노이드 밸 의 조합에 의하여 제어된다. 따라
서 밸  제어상태를 단하기 하여 Fig. 16과 같이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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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ntegrated model for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Table 5 Control table for airport status of solenoid valve
SOL(1) OFF ON ON ON OFF OFF OFF
SOL(2) OFF ON OFF ON ON OFF ON
SOL(3) OFF OFF ON ON ON ON OFF

PORT22 차단 열림 차단 열림 배기 차단 배기

PORT23 차단 차단 열림 열림 배기 배기 차단

Fig. 16 Stateflow & Truth table model about state analysis of 
solenoid valve

4. HILS 시스템 모델 개발  구축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동  거동  정  거

동을 해석하기 하여 Fig. 17과 같이 솔 노이드 밸

 상태 단 모델, 공기스 링의 공기압력 증감 산

출 모델, 스 링 하  산출모델, 스 링력 산출모델, 
스 링 변  산출 모델 등으로 실제 하드웨어를 수

Fig. 18 Outline of HILS system for active air suspension

학  모델로 구 하 다.
상차량정보를 기반으로 차량모델링을 수행하

고 가상환경에서 실 도로환경 모사와 공기 가시스

템의 거동을 분석하기 해 Fig. 18과 Fig. 19에서 보
는 것과 같이 HILS기반 성능평가 환경을 구축하 다.

5. 실시간 시뮬 이션 결과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정  거동을 분석하고 

가상 components 모델에 한 검증을 수행하기 하
여 기본 기능  차고높이 조  기능  하 분배기

능에 한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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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icture of HILS system for active air suspension

Fig. 20 Test results about normal level control function of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by action of normal 
switch

차량의 차체높이는 공기 가시스템의 제어모듈이 

인식하기로 0mm(air spring normal height H = 320 mm)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어시 의 기 이 된다. Fig. 20은 
기본 기능  설정된 Normal level(-30mm)인 차고높
이 조 에 한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약 27s에서 Normal level 스 치를 온 했을 때 차

고의 높이가 -30mm으로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좌우측 차고의 차이는 제어오차 ±6mm안으로 제어
된다. 한 공기스 링의 내부압력을 3회 정도 제어
함에 따라 목표치 차고에 도달하고 있다. 시뮬 이

션 결과로 볼 때 공기 가 시스템의 물리  상은 

잘 모사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어모듈은 목표치 
차고에 도달하기 하여 Fig. 21과 같이 솔 노이드 

밸 를 제어하고 있다. 차고 높이를 낮출 때 구동축
왼쪽과 피동축 좌우 공기스 링의 압력제어에 의하

Fig. 21 Signal analysis of solenoid valve operation about 
normal level control function test

Fig. 22 Test results about normal level control function by 
action of three times of normal switch

여 목표치에 도달함을 알 수 있었다. 한 차고 복귀 
시 역순으로 거동하는 등 동작 시 스를 분석할 수 

있었다.
Fig. 22는 Normal level 스 치를 온-오  3회 반복

하여 거동의 양상을 나타낸 결과이다.
차고를 조 할 때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간이 올

릴 때보다 내릴 때 빠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한 
차고를 -30mm에서 0mm로 복귀 시 제어횟수를 볼 
때 불규칙 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차고를 낮
출 때 공기스 링의 내부공기를 배출시 선형제어가 

가능한 반면에 차고를 올릴 때는 공기압력 추정  

비선형제어에 의한 것으로 상된다.
Fig. 23은 기본 기능  하 분배 기능에 한 시

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Normal 상태에서 2000kg의 
하 을 증가시켜 축에 걸리는 하 분배와 차고 높

이를 조 하는 거동을 분석하 다. 축 하  증가시



Youngjin Ko․Kyungmin Park․Ilhyun Baek․Geunmo Kim․Jaegyu Lee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201336

Fig. 23 Test results about axle load distribution function of 
active air suspension system

에서 하 분배를 해 차고를 제어하고 오차범

에서 0mm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제어 가시스템의 공압 시스

템의 특성시험, 압력센서와 차고센서에 한 에뮬
이션  공기스 링 모델링을 통해 SILS 환경을 
구 하 으며, 엔진 CAN 통신 모델과 Instrument 
Cluster 등의 인터페이스 제어 기술을 용하고 

TruckSim과 연계하여 차량거동에 한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제어로직을 평가할 수 있는 HILS기
반 개발환경을 구축하 다.
1) 실차에서 획득한 CAN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체의 CAN통신 모델링을 수행하여 차량 네트워
크 환경을 재 하 다.

2) 실차조건에서 차축 상하작동에 따른 차고센서 
특성  축 하 에 따른 공기스 링 압력특성을 

분석하고 공기스 링 특성 시험을 통해 입력신

호에 따른 밸  공기압력  공기스 링의 하  

특성을 획득하고 이를 수학 으로 모델링하여 

가상 Components를 개발하 다.
3) 차체 상하 거동에 따른 차고높이를 재 하기 

해 서보모터를 이용한 차고센서 에뮬 이터를 

개발하여 차고센서의 거동을 모사하 다.

4) 상차량정보를 기반으로 차량모델링을 수행하

고 가상환경에서 실 도로환경 모사와 공기 가 

시스템의 가상 components 모델 개발에 따른 
형차량용 능동형 공기 가시스템의 물리  

상을 모사함으로써 제어모듈의 제어 알고리즘

에 한 평가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HILS 시
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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