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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안전기준이 중요시되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FMVSS301 및 자동차안전기

준 제 91조에 해당하는 시험조건으로 후방추돌시 인체상해를 방지하기위해 뎀퍼가 장착된 자동차시트의 메카니즘

을 설계 및 해석을 하였다.

1. 서론

최근에는 자동차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자동차

생산에서 R&D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

다. 그러나 전면충돌시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고있으나 사고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방추돌에 대해서는 이렇

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머리지지대는

추돌사고 시 경추염좌 등 목부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트 상단에 부착하는 안전장치이다.

Brian O'Neill은 과거 헤드레스트의 중요성에 대

해 말하고 있다.[1] Fig. 1은 자동차사고 중 후방

추돌시 더미의 움직임과 전단력을 도식화한 것으

로 더미가 시트백에 부딪히어 경추염좌를 일으키

는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2]

Fig. 1 Moving and Shear Force of Dummy for a Rear Impact

2. 본론

2.1 시트의 기능 및 연구목적

2.1.1 시트의 기능

시트의 주된 기능은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편

안함과 안정감을 주어야한다. 후방추돌시 시트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헤드레스트와 함께 좌석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그러나 좌석

에 대한 기준은 탑승자의 관성하중을 무시한 좌

석의 관성하중만 고려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후

방추돌시 Seatback만으로는 인체를 보호하기 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3]

2.1.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후방추돌시 인체상해를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으로 메카니즘 설계를

하였다. Fig. 2은 후방추돌시 시트의 움직임을 도

식화한 것이다. 설계된 시트는 기존의 시트에 뎀

퍼를 추가한 메카니즘으로 후방추돌시 인체가 시

트백에 부딪히면 그 충격을 흡수하고 반동을 줄

여 인체의 무게중심을 뒤에 두어 다시 앞쪽을 튕

겨나가 목상해 및 인체상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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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시트백(Seatback)의 파손(Collapse)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Fig. 2 Mechanism for Operation of the Seat

2.2 목상해 원인과 해결 방안

자동차가 추방추돌이 일어나게 되면 더미는

약 35∼40 ms 동안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임이 거

의 없는 상태로 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더미의

몸통과 머리는 서서히 뒤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머리와 몸통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몸통이

등받이에 먼저 부딪히게 된다. 등받이의 강성에

의해 몸통은 앞으로 강하게 반동되지만, 머리는

아직 헤드레스트에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 머리와

몸통의 이러한 상대적 운동의 차이로 목에서의

젖힘 모멘트와 전단력이 상당히 증가해 목상해의

원인이 된다.[4]

이와 같이 후방추돌시 짧은 시간에 더미가 시

트백에 부딪힌 후 인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무게

중심을 뒤로 두려면 시트와 더미의 질량에 실리

는 충격량을 흡수하는 뎀퍼구조가 알맞게 설계되

어야 한다.

2.3 연구배경 및 해석조건

시트에는 후방추돌에 적용되는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FMVSS 201, 202, 207, 208, 210, 301

등 Static&Dynamic 테스트가 있다. 이중 후방추

돌시 목상해 및 인체상해를 방지하기위한 테스트

는 FMVSS 301(자동차안전기준 제 91조)이다.

Fig. 4는 FMVSS 301에 해당되는 조건을 테스트

하기위한 썰매시험기(Sled Test)와 하중조건이다.

Fig. 3(a)의 Crash pulse는 반사인파로 120ms의

14g로 대체될 수 있다. IIHS에서 시행중인 후방추

돌 썰매시험(Sled Test)에는 BioRID Ⅱ가 이용되

지만, 국내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점과 비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후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HybridⅢ를 시험에 사용할 계획이다.

(a) Crash pulse for FMVSS301

(b) HybridⅢ 50th Percentile male

Fig. 3 FMVSS 301(Crash pulse, Dummy)

BioRID Ⅱ와 HybridⅢ의 목부위 강성의 차이점

은 있지만, 시험에서 기존 시트와 개발된 시트를

비교하는 것에 같은 더미(Dummy)를 사용한다면,

Hybrid Ⅲ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 생

각한다. Crash pulse에 시트(뎀퍼 위에 하중)와

Hybrid Ⅲ를 더한 무게는 약 100kg이다.

3. 설계 및 해석

3.1 Simulink를 이용한 스프링과 뎀퍼의 설계

     (1)

      (2)


  


  (3)

후방추돌시 시트가 붕괴되거나 본래의 위치를

신속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2차 추돌사고

및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격

량을 흡수하고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상실하지 않

게 최단 시간안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기 위한

스프링 및 뎀퍼의 설계가 필요로 한다. 스프링상

수는 위에서 얻어진 질량에 가속도의 최고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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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 k(N/m)  d(m)

case1 68600 5238.32 0.118

case2 137200 7408.1 0.072

case3 274400 10476.64 0.041

의해 구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Critical damping coefficient)를 구하였다. 식

(1),(2),(3)을 이용하여 Fig. 4 Simulink 블럭선도

를 구성하였다.[5] Table 1과 Fig. 5은 Simulink의

결과이다.

Table 1. Result of Coefficient by Simulink

Fig. 4 The Block Diagram of Critical Damping

System by Simulink

(a) Crash pulse(14g half sine/120ms)

(b) Displacement

Fig. 5 The results of this system

시트의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인하여 Simulink

로 기본적인 Critical damping coefficient를 구하

고, 이것을 비례적으로 Recurdyn에 적용하였다.

3.2 Recurdyn를 이용한 스프링과 뎀퍼의 설계

1자유도를 가진 Simulink의 블럭선도와 달리

시트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 시트의 자유도를

고려한 동역학적인 해석은 Recurdyn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6] Catia에서 설계한 시트모델링을

stp파일로 변환하여 import한 후, 각 연결부는

joint 및 contact 기능으로 구속조건을 주었다. 하

중조건은 Simulink에서 준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

였으며, Simulink에서 얻어진 k와 값을 비례적

으로 적용하여 적당한 변위량을 얻기 위한 해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a)before (b)after

(c) Displacement for x-direction

(d) Displacement for z-direction

Fig. 6 Result of Dynamic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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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pulse 14g half sine/120ms

k 514500 N/m

 39285 N/(m/s)

Displacement for

x-direction
51.337 mm

Displacement for

z-direction
46.927 mm

Total displacement 69.553 mm

적당한 변위량(시트가 back되는 거리)은 등받이

각도(55°)에서 가장 낮은 상해치를 입게 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였다.[8] 하단링크부의 움직임으로

시트백의 강성 변화가 거의 없다는 가정 하에 링

크가 움직이는 가장 낮은 포인트를 설계의 기준

으로 잡았다. 수행 결과 Simulink에서 나온 k와

에 7.5배에서 예상되는 결과 값을 얻게 되었다.

Table 2. Result of Dynamic Simulation by Recurdyn

Recurdyn Simulation결과 적당한 변위(약

70mm)를 얻기 위한 k와 를 얻게 되었다. 또한

순간적으로 충격량을 흡수하고 500ms안에 시트가

본래의 위치에 오게 되므로 운전자는 운전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는 후방추돌시 인체상해방지를 위한 시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료수집 및 메커니즘 설계를

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역학적 해석을 수행하였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체상해를 방지하는 뎀퍼구조형 시트는 시트

하단링크의 운동이 1자유도의 k와 의 7.5배에

서 T1 x-acceleration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설계되었다.

2) 뎀퍼의 역할은 인체상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트변형 및 파손이 적어 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3) 인체상해방지를 위한 시트의 움직임은 운전자

의 운전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만 한다.

본 연구는 향후과제로 Sled 시험를 하여

Simulation과 시험을 비교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문제해결형인력

양성사업과 한국산업기술재단의 지역혁신인력

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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