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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일반적으로 차량이 선회 거동을 하게 되면 원심

력에 의한 횡방향 하중 이동 등으로 인해 차체 롤각

이 발생된다 (Fig. 1참조). 이 때, 운전자는 균형을 

잃게 되어 도로 정보를 오판할 수 있으며 타 탑승자

는 승차감이 저하되어 심리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운

전 기기 조작의 실수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는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차량

용 시트의 재료 및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한 승차감 

분석 연구는 보고되고 있으나(1~3), 차량의 롤각 보정

을 통한 승차감 개선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선회 운동 시 발생되

는 차체의 기울어짐을 능동적으로 보정하여 탑승자

의 승차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체 감응형 시트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1 SAE vehicle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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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체 감응형 시트의 구성 및 구동법

2.1 차체 감응형 시트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작한 차체 감응형 시트의 개략도

를 Fig. 2에 도시하였다. 차체 감응형 시트는 4개의 

공압용 실린더, 2개의 서보 모터, 시트, 핸들 등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공압용 실린더는 독립적인 구동이 

가능하며 시트의 좌우 및 전후 방향의 기울어짐을 

구현한다. 또한 2개의 서보 모터는 시트의 하단에 

장착되어 기울어짐에 대한 보정을 수행한다. 서보 

모터를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는 시트의 최대 높이

는 50mm이다.

제작된 차체 감응형 시트는 Fig. 3과 같다. 실제 

차량의 시트와 핸들을 사용하였으며 스탠드 하단은 

캐리마스터를 장착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였

다. 공압용 실린더 및 서보 모터는 상용 회사 제품

으로 Labview와 호환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였다. 

Fig. 2 Schematic configuration of the vehicle 

sensitized-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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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location of air cylinder.

(b) the location of servo motor.

Fig. 3 Picture of the vehicle sensitized-seat.

2.2 차체 감응형 시트의 구동법
선회 시 발생하는 차체의 롤각은 스탠드 한쪽 면

에 위치한 공압용 실린더의 상승 또는 하강으로 구

현되며 앞뒤 방향의 쏠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동

작된다. 차체 감응형 시트의 구동 모습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ure 4 (a)는 운전자의 좌측면이 상승

되어 차체의 롤각이 발생한 모습을 모사한 것이며 

Fig. 4 (b)는 시트의 쏠림을 보정해 준 모습이다. 

     

          (a)                   (b)

Fig. 4 Comparison between (a) inclined seat by  

air cylinder driving, and (b) after roll angle 

correctio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선회 시 발생하는 차체의 

롤각을 보정해 주는 차체 감응형 시트를 설계 및 제

작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운전자 및 탑승자의 승차

감을 향상시키며 안전 운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

록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된 시

트는 차량의 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역시 모

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 대한 실

험이 향후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탑승자의 승

차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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