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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럼버 서포트는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지지하여 장시간 운전시 피로감을 해소하는 자동차 시트의 부품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의 럼버 서포트를 모델링 하였으며, 해석은 럼버 서포트의 베드부분에 여러
가지의 비드를 보강하여 사람이 자동차 시트에 앉아 있을 때 작용하는 하중에 따른 변형에 대해 구조해석
을 하여 안락성면에서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5줄 보강타입과 풀타입이 5mm안쪽의 변형
과 500 N의 접촉력이 나타나 승객의 안락감에 있어 가장 적합하고 내구성도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서

론

전체적으로 럼버 서포트를 포함한 시트는 운전 중
안전 운전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좌석과
엄격히 구분되는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1-5]. 본 연구
에서는 자동차 시트의 럼버 서포트를 모델링 하였으
며, 해석은 럼버 서포트의 베드부분에 여러 가지의
비드를 보강하여 사람이 자동차 시트에 앉아 있을 때
작용하는 하중에 따른 변형에 대해 구조해석을 하여
안락성면에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주된 목
적이다. 본 연구의 모델링은 승용자동차로서
CATIA[6]로 하였으며, 해석은 ANSYS[7]로 수행하였다.

베드 뒷부분에 3줄의 비드를 설치후 양쪽에 한 줄씩
더 비드를 보강한 모델이다. 또한 (d)
타입은 (c) 타입에서 대각선으로 비드를 더 보강한 모
델이고, (e) 타입은 (d) 타입에서 앞부분에 두 줄의 비
드를 보강한 모델이다. 메시를 나눈 유한요소모델은
[그림 2]와 같으며, 상세한 메시의 형상은 빨간 색의
원 내부와 같이 사면체 요소이다. 이 형상은 럼버 서
포트의 베드 및 베드와 접촉하는 부위로 구성되었으
며 나머지 부분은 해석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강체
조건을 주었다. 또한 모델의 재료 특성은 각각 [표 1]
로 나타냈다[8].

2. 모델 및 조건
2.1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모델은 럼버 서포트로서 취약점은 사람이
하중을 가하였을 때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14]에서와 같이 (a) 타입은 럼버
서포트의 초기 기본모델로 럼버 서포트의 베드부분에
아무 것도 보강하지 않은 모델이며, (b) 타입은 베드
뒷부분에 3줄의 비드를 설치한 모델이고, (c) 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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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0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그림 2]

(b)

유한요소 모델의 메시

표 1] 재료의 물성치

[

(c)

Bed

Wire

Young's Modulus

1100 MPa

193000 MPa

Poisson's Ratio

0.42

0.31

Tensile Yield Strength

25 MPa

207 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0 MPa

207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33 MPa

586 MPa

Compressive Ultimate
Strength

0 MPa

0 MPa

Density

950

7750 Kg/㎥

2.2 경계 조건

(d)

경계 조건으로서는 [그림 3]과 같이 베드의 뒷면
고정부위와 와이어를 고정시켰다, 그리고 [그림 4]와
같이 하중으로서는 베드 앞면 중심면 (A) 부분에 196
N의 힘을 가해주고, 베드 앞의 중심에서 양쪽 옆면의
(B) 부분에 98 N의 힘을 가하여 총 294 N을 작용해
주었다. 그리고 럼버 서포트에서 최대 12mm의 변형
량이 되도록 힘을 가하여서 해석을 하였으며 이는 베
드와 고정와이어의 간극을 약 12mm로 맞추기 위함이다.

(e)

[그림 1]

(a), (b), (c), (d) 및 (e) 비드 타입에 따른
럼버 서포트의 형상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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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고정 지지부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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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접촉하중 해석

표 2]는 럼버 서포트에서 각 타입별로 베드와 고
정 와이어의 거리 즉 변형량을 12mm로 되게 하였을
때, 5가지의 모델들이 와이어에 접촉하는 하중을 각
각 나타내었다.
[

[표 2] (a), (b), (c), (d)

및

타입의 럼버 서포트

(e)

에 따른 해석 결과 비교
[그림 4]

모델에서 힘의 조건

3. 해석 결과
3.1 변형 해석

럼버 서포트에 294 N의 힘을 작용해 주었을 경우에
대한 각 타입별 변형에 대한 해석결과들을 보았는데,
최대 변형량은 (a), (b), (c), (d) 및 (e) 타입들 모두, 베
드에 보강된 비드의 밑 부분에서 고정 와이어까지 각
각 11.153mm, 6.0038mm, 5.2818mm, 4.8814mm,
4.5745mm의 최대 변형이 나타났다. (d) 및 (e) 타입에
서의 [그림 5]와 같이 거의 5mm의 변형량이 되도록
하여 적당히 유연성을 줄 수 있게 함으로서 승차자가
최적인 승차감을 느끼도록 하고 안락감을 제일 편하
게 할 수 있게 하였다.

Class

Contact Force at Fixed Condition of
Maximum Total Deformation
as 12 mm

a Type

332.1N

b Type

616.5N

c Type

701.4N

d Type

756.9N

e Type

810N

표 2]에서와 같이, (e) 타입의 럼버 서포트에서 최대
변형량이 12mm일 때, 약 800N의 결과가 나왔다. 따
라서 (e) 타입의 럼버 서포트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가장 큰 하중을 견딜 수 있어 내구성도 양호
하다고 사료된다.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자동차시트에 앉아서 럼버 서
포트에 힘이 작용되었을 때, 그 작용 하중으로 인한
장착된 매트의 변형량 및 접촉하중을 해석 및 확인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1.

(d)

2.

(e)
[그림 5] (d)

및

(e)

타입의 럼버 서포트에서

294 N

작용 시에 전변형량의

3.

등고선 그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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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버 서포트에 294 N을 작용해 주었을 경우에 대
한 각 타입별 변형에 대한 해석결과, (a) 타입의
변형은 11.153mm로 나타냈으며 (b) 타입이
6.0038mm, (c) 타입이 5.2818mm, (d) 타입이
4.8814mm (e) 타입이 4.5745mm로 나타났다.
베드와 고정 와이어의 거리 즉 최대 변형량을 약
12mm로 되게 하여, 5가지의 모델들에 대하여 럼
버 서포트의 베드부분이 고정와이어에 접촉할 때
까지의 하중을 구하였을 때 (a) 타입이 332.1N으로
구해졌으며, (b) 타입이 616.5N, (c) 타입이 701.4N,
(d) 타입이 756.9N, (e) 타입이 810N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e) 타입의 럼버 서포
트가 5mm 안쪽의 변형이 나타나고 접촉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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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서 승객의 안락감에 있어 가장 적합하
고 내구성도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800N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정 공주대학교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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