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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시트는 운전자가 주행 중 받게 되는 진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행 중 

시트의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시

트에 앉게 되면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한 시트의 변

형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시

트에 들어가는 폼의 물성을 측정한 후 시트의 단순

모델을 제작하여 각 요소가 시트의 진동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폼의 압축률을 고려

한 물성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 전달함수법을 사용

하고 폼의 압축에 따른 영률을 구할 것이다. 시트의 

단순 모델은 rigid base, edge block, elastic support, foam

으로 구성하고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트

의 등가 강성을 측정하고 각 요소가 등가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본   론 

2.1 폼의 동적 물성 측정 

 

(1) 실험 장치 구성 

 

실험 장치는 Figur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보의 한

쪽을 유압 클램프로 고정하였으며 보의 중간에 폼

을 부착하여 폼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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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of experiment set-up 

 

보는 길이 50cm, 너비 2cm, 두께 3mm의 베이클

라이트 재질을 사용하였고 보의 질량은 41g 이다. 

 

(2) 보 전달함수법 

 

Classical 보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보의 중간에 

폼이 부착되어 있어서 2가지 요소로 나누어 해석해

였다. 경계조건은 x=0 지점에서 고정단이며 x=L1 지

점에서 변위, 기울기, 모멘트가 연속 조건이고 전단

력은 폼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x=L 지점에서는 

모멘트가 0이며 외부의 가진력이 가해진다.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전달함수를 이론적으로 구

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구한 전달함수는 실험으로 

구한 전달함수와 비교하여 폼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다. 

 

2.2 시트 모델의 동적 특성 분석 

 

시트를 모델링 하기 위해 rigid base, edge block, 

elastic support, foam 등으로 구성하였다.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트 모델을 통해 실험적으로 구

한 전달함수와 mass-spring model의 이론적인 전달함

수를 비교하여 시트 모델의 등가 강성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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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asured transfer function for vibration of the 

cantilevers 

3. 측정 결과 및 고찰 

Figure 2 는 보만 있는 경우 측정한 전달함수, 이론

적으로 구한 전달함수 그리고 폼이 부착된 경우 측

정한 전달함수를 보여준다. 이론적으로 구한 전달함

수와 실험적으로 구한 전달함수가 잘 맞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폼이 부착되는 경우 전달함수가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폼의 압축률이 50% 

까지는 전달함수가 저주파수로 이동하였으며 압축

률이 50% 이상이 되면 전달함수가 고주파수로 이

동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에 사용되는 폼의 동적 

물성을 측정하였고 시트 모델을 사용하여 시트의 

각 요소가 등가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압축률에 따른 폼은 동적 물성 특성은 압축률이 

50%가 될 때 까지는 영률이 감소하다가 50% 이상

이 되면 영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트 

모델 실험을 통하여 첫 번째 공진 주파수 영역까지 

mass-spring model로 해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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