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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승객이 차량에 승하차 시 시트에 가해지는 체압 분포를 분석하고자 한다. 시험 참여자는
AM 5% 여성 2명, 50% 남성 2명, 95%남성 2명으로 신체별로 구성되었으며 시험차량은 현재 양산중
인 중형차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 참여자가 차량의 승하차 시 동작을 승차진입, 승차 다리이동, 착좌
상태, 하차시작, 하차 다리이동으로 구분하여 체압 분포를 측정하였다. 동작별로 시트 쿠션에 가해지는
하중을 확인하고 시트 쿠션 영역을 나누어 각 영역별 하중 분포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 승하차 시 시트에 가해지는 가혹조건 영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서론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각 부품 성능이나 내
구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및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오
감에 의한 감성품질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승하차 시 체압 분
포를 측정하여 동작에 따라 발생되는 하중과 분포도
분석을 통해 시트에 가해지는 가혹조건 영역을 확인
하고자 한다.

2. 시험방법

또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 고급화 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특히 승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 시트
는 감성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로 운전
자의 체중을 분산하고 차량에서 들어오는 진동을 감
쇠하도록 설계되었으며[1] 감성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량의 승하차는 사람
들의 안전성과 편리성, 안정감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중요시 되고 매일 반복되는 승하차
동작은 차량의 종류와 운전석 높이,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2] 이렇게 국내외로 승차감, 안락감, 평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객관

운전자의 차량 승하차 시험을 위해 시험 참여자는
표1과 같이 5%여성 2명, 50%남성 2명, 95%남성 2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량은 현재 양산중인(2000cc급)
중형차를 대상으로 운전석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
였다. 승하차 동작을 크게 승차진입, 승차 자리이동,
착좌상태, 하차시작, 하차 다리이동, 하차완료 동작
으로 실시하였으며, 승하차 동작을 동영상으로 저장
하고 각 2회씩 체압 분포 측정하여 시트에 가해지는
높은 하중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1] Test Participant Physical range

적인 평가방법이 정량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 시험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

구 분

AM 5% 여성

AM 50% 남성

AM 95% 남성

는 실정이기 때문에 체압 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자

신 장

165～170cm

170～175cm

170～180cm

몸무게

45～54kg

81～90kg

109～125kg

료의 활용은 참고 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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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참여자의 승하차시 발생되는 체압을 측정하기

4.하차시작

위해 그림1과 같이 seat cushion과 seat back에 체

5.하차 다리이동

6.하차완료

압 분포 매트를 설치하였으며 체압분포 측정기의 사
양은 표2와 같다.
[표 2] Body Pressure Distribution Specification

XSensor (48*48)
Pressure Range

0.14-2.7N/cm2

Spatial Resolution

0.5" 12.7mm

Accuracy

±10% full scale

Frame rate

45 frames/s

[그림 2] Vehicle Boarding Motion and Body pressure

[그림 1] Body Pressure mat

3. 체압 분포 분석
[그림 3] Vehicle on Boarding Load(kgf)

그림 2는 시험 참여자가 차량 운전석에 승하차 동
작과 체압 분포를 나타내었다. 남녀 구별 없이 하차
시작과 하차 다리이동 시 가장 많은 하중이 부하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리로 지지하며 진입하
는 승차 다리이동 동작에서와는 달리 하차시작 시
하중이 시트 쿠션으로 분포되며 하차 다리이동 시
Outer 볼스터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각 시험 참여자의 승하차 시
동작에 대한 하중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1.승차진입

2.승차 다리이동

자동차 시트에 가해지는 하중을 영역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SAE J2896 시험 기준[5]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하여 시트 쿠션의 영역을 나누었다. 그림4와 같이
쿠션의 센터라인 중심으로 ±150mm의 영역을 쿠션
의 메인부로 지정하고 나머지 양끝 단을 볼스터 영역
으로 나누었다. Outer 볼스터부를 그룹A, 쿠션 메인부
를 그룹B, Inner 볼스터부를 그룹C로 각각 영역을 정
하였다.

3.착좌상태

[그림 4] Pressure Mat Regions Defined

압력비(Pressure ratio)는 전체 면적 및 관심영역 사이
의 비율로 정의 될 수 있으며[6] 쿠션의 각 영역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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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압력비를 통해 시트 쿠션에 가해지는 가혹조건
영역을 확인 하였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승하차시 Outer 볼스터 영역이 가장 먼저 노후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 시 고려 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향후 체압 분포 데이터를 활

(1)

용하여 각 차량 별 자동차 시트의 승객 승하차 내구

   

시험의 기초 데이터로 연계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압력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그룹 C영역의 Inner
볼스터 부위는 승하차 동작의 전 영역에서 압력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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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차량 승하차시 체압 분포 측정을 통해 시트에 가해
지는 가혹조건의 영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하차 시작 시 오른쪽으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다리이동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동작에서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대퇴부가 회전하게 되면서 시트쿠
션에 가장 많은 하중 분포가 집중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압력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승하차 시 쿠션 메인부는
넓은 면적에 분산되어 하중이 발생하는 반면 Outer
볼스터 영역은 비교적 작은 면적에 비해 승하차 시
전체 하중의 최대 90% 이상의 하중 분포가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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