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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자동차 시트는 주행시 운 자의 편의와 안 을 제공하는 하나의 부품이다. 최근 그 시트는 의자와 같은 용도 외에

외부의 충격이나 진동으로부터 운 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충돌 안 성 내구성과 같이

시트 임의 구조 인 기능에 한 설계가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 임의 구조 인 안 성과 내구성을 높이기

하여 시트 백 임 부분에 환 을 1개씩 증가하여 시트를 설계하 다. 설계 해석 로그램으로는 CATIA와 ANSYS

를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 다. 구조해석과 진동해석을 통한 본 연구 결과로서는 Model 4가 타 모델 비 더 뛰어난

내구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이용함으로서 구조 인 안 성과 내구성을 가진 자동차 시트 임 설계를

할 때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자동차 시트 임의 디자인을 융합기술에 목하여 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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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otive seat is a part to supply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driver at driving. Recently, the seat 

has the role to protect driver from the outside impact or vibration and give the convenience except such a usage 

as chair. The design on structural function of the seat frame is important like the impact safety and durability. In 

this study, the seat is designed by adding one hollow rod to the part of seat back frame in order to enhance the 

structural safety and durabili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using CATIA and ANSYS as the design and analysis 

programs. As this study result through the structural and vibrational analyses, model 4 was seen to have the 

durability more superior than the other models. By utilizing this result, it is    thought to be the useful material 

at designing the automotive seat frame with durability. It is possible to be grafted onto the convergence technique 

at the automotive seat frame and show the esthet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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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요한 구성요소 하나인 시트는 의자의

용도 외의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여 차량 탑승자의 안

을 제공해 다. 차량의 시트는 차량탑승자의 안 에 연

이 있기 때문에 구조 으로 안정성을 가져야 하며,

임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충돌안

정성과 내구성이 시트 설계에 있어 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탑승자의 안 을 한 설계에 하

여 법 으로 제시를 하고 있으며, 제시된 법에 해서 설

계를 변경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따른다. 이에 해서 시

트 임 설계 시작부터 임에 작용하는 하 에

해서 구조 으로 안 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시트의 최 화된 설계를

통하여 이를 구조 해석을 이용한 결과값을 토 로 새로

운 설계 인자를 확보하 고 이러한 설계 인자를 새로운

제품에 융합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1-6].

2. 본론 

2.1 연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시트 임에서 환 의 개수를 여

가는 것을 해석 모델로 하고 시트 임에 사람이 앉았

을 때의 수평하 에의한시트 임의구조 변화를 구

한다. 모델 형상은 실제 시트 임의 크기를 참고하여

CATIA를 이용하여 모델링한 후 ANSYS를이용하여해

석하 다.[3-6] Model 1, 2, 3, 4, 5 에 한 5가지모델들

에 한 해석 상의 형상들은 Fig. 1과 같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 Model 5

Fig. 1. Configurations of models

2.2 해석 경계 건

해석 모델들의 경계조건은 Fig. 2와 같이 시트 임

을 차량과 연결되는 양쪽 하단부를 고정시켰으며, 시트

임에 80kgf 사람이착석하 을때의힘이작용하

을 시기를 가정하여 시트 백 임 사이드에 받는 힘을

784N을 모델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진행하 다.

(a) Fixed support (b) Force

Fig. 2. Analysis conditions of models

3. 해석 결과

3.1 해석

Fig. 3, Fig. 4에서 Model 1, 2, 3, 4, 5에 한 각각의

체 변형량과 등가 응력을 확인 하 다. Model 1, 2, 3,

4, 5를 비교 하 을 때, 체 변형량 해석결과는 Mod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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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 변형량이 0.0039322mm 가장 큰 값으로 해석되

었으며, Model 4도 0.0039166mm 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

었다. 최 등가 응력을 비교하 을 때는 Model 5가

0.28692 MPa 로 가장 큰 값을 나타 냈고 최 변형량은

Model 5가 가장 큰 변형을 보 다.[7-13]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 Model 5

Fig. 3. Total deformation of models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 Model 5

Fig. 4. Equivalent stress of models

3.2 진동 해석

차량은 정지상태가 아닌 엔진 진동이나 노면 진동으

로 인하여 지속 인 진동을받는다. 그에 따라 시트

임에서도 반복 이고 지속 인 진동을 받으며, 이 때 시

트 임에 진동 해석을 진행하여 진동을 받는 시트

임에서의 최 변형량을 알아보았으며, Fig. 5와 Fig. 6

에서는 Harmonic response를 이용하여 진동 해석을 진

행한 결과물이다. Frequency response를 구하여 Total

deformation Eqiuvalent stress를 확인할 수 있다.

Model 1, 2, 3, 4, 5에 한 각각의해석 결과 값을보았을

때 Frequency response 는 Model 1 이 144 Hz 로 가장

낮았고 Model 4, Model 5가 156 Hz로 가장높았다. 한,

Total deformation의 최 값은 Model 2 가 2.74 mm로

가장 높고 Model 4 가 0.33558 mm 로 가장 낮았다.

Eqiuvalent stress 는 Model 1 이 34.071MPa로 가장 높

았으며, Model 5 가 1.2018 x 10⁻⁵로 가장 낮았다.

Harmonic response를 종합 으로 비교 했을 때에는

Model 4에서 최 변형량 0.33558 mm 등가 응력이

15.247 MPa로 Model 가장 당한 시트 모델임을 확인

할 수 있다[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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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 Model 5

Fig. 5. Harmonic response of models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 Model 5

Fig. 5. Total deformation of models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d) Mode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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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odel 5

Fig. 5. Equivalent stress of models

4. 결 론

본 연구는 자동차 시트 임에서 지지 의 개수가

다른 시트 임의 구조 해석과 진동 해석을 통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보았다.

1) 구조 해석을 진행 하 을 때, 최 응력은 Model 5

로 0.28692 MPa의 해석 값이 나왔고 총 변형량을

구했을 시, 최 변형량은 Model 5 로

0.0039322mm의 값이 나왔다.

2) 진동해석을 진행하 을 때, 최 변형량이 나온 모

델은 Model 3 이고 변형량은 9.6472mm가 나왔고

이 때의 진동량은 302.73 Hz가 나왔다. Harmonic

response를 종합 으로 비교 했을 때에는 Model 4

가 최 변형량 0.33558 mm 등가 응력이 15.247

MPa로가장 당한시트 모델임을확인할수 있다.

3) 본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때, Model 4 에서 최소

응력이 나왔고, 고유 진동해석 시에도 최 변형량

등가 응력이 정함을 확인하 고, 이러한 결과

로보아 시트 임의구조안정성에 한기반데이

터를 융합기술에 용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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