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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외 후방추돌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부상자 

중에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상당한 부분

이 목상해(Whplash)에 관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매년 목상해에 대한 보험료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각 국에서 목상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에서 시도하고 있

다. 미국 NHTSA는 후방추돌 시 목상해 저감을 

위해 운전석과 조수석에 대한 안전 법규인 FMVSS 
202 머리지지대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FMVSS202a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강화된 기준에는 머리지지

대가 장착된 후열좌석에 대해서도 최소 높이 기준, 
최대 후방간격 기준, 강도 등을 운전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전열 좌석 탑승객뿐만 아니라 

후열 좌석 탑승객까지도 목상해에 대한 보호 기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하여 RV 후열에 적용되는 

싱킹시트 헤드레스트의 접이식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싱킹시트는 하단 적재공간에 수납되는 격

납시트이며, 강화된 법규에 만족하기 위해 헤드레

스트의 사용위치 변경이 필요 하게 되었다. 그러나 

헤드레스트에 적용된 접이구조는 기존 시트의 외

형 변형 없이 헤드레스트의 높낮이가 조절 되도록 

설계되었으나 구조의 단순화와 작동력의 개선을 

위해 설계를 보완하기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면서 후열

에 격납하기 용이한 격납시트의 헤드레스트 접이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구조해석 및 형상 최적화법

을 통해 설계된 구조의 경량화 방향을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olding headrest

2. 헤드레스트 접이구조 설계

접이식 헤드레스트의 운동을 제어하기 위해 

Fig.1과 같이 기존 제품의 운동 메커니즘을 분석하

여 주요 경유점을 지나는 링크구조의 설계파라미

터를 확인하였다. 기존 접이식 헤드레스트의 구조

는 크게 가이드 슬롯과 그를 따라 이동하는 슬롯 

링크가 있으며 링크의 운동을 제어하는 링크가이

드가 있다. 그러나 링크 가이드의 운동에 의해 슬롯

링크의 위치가 확실하게 고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시트가 격납 시 헤드레스트가 완전히 

복귀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있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헤드레스트의 격납 및 인출 시 폴바의 

운동 궤적이 시트폼과 접촉하지 않기 위한 회전반

경을 고려하였으며 회전에 대한 링크의 운동을 

제한하였다. 인출이 완료되면 헤드레스트의 상단

이 머리와 접촉하게 되며 이때 강한 충격을 받더라

도 견고하게 머리를 지지하도록 가이드 슬롯과 

잠김구조에 의해 고정되며 격납 시에는 잠김이 

해제됨과 동시에 탄성력에 의해 이동되며 격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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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jectory analysis for folding headrest

Fig. 3 Results for static structural analysis

3. 시뮬레이션 및 결과

설계된 접이식 헤드레스트 구조의 타당성 확인

을 위해 FMVSS202a 기준에 따라서 구조해석을 

수행 하였다. 헤드레스트가 설치된 시트에 정적인 

상태의 하중을 가하는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헤드

레스트의 상단에 수직방향으로 500N의 하중과 헤

드레스트의 후방으로 372Nm의 모멘트를 가하여 

최대 변위량을 각각 확인하였다. 고안된 접이식 

헤드레스트는 강건 설계되어 취약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경량화를 위해 형상 최적화법을 수행하

여 최소한의 부피를 갖도록 외형을 수정 하였다. 
그 결과 링크 간의 간섭 및 회전부의 형상이 수정되

었고 취약부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강을 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FMVSS202a에 대한 강화 기준에 

따라 후열 격납시트의 헤드레스트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접이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초기 강건 설계된 구조의 경량화를 

위해 형상 최적화법을 이용하여 부피를 최소화 

하였다. 

1) 후열 격납시트의 접이식 헤드레스트 구조 

설계를 위해 설계파라미터를 제시하고 접

이식 모듈을 설계하였다.
2) FMVSS202a 기준에 상응하는 구조해석을 

통해 접이식 헤드레스트의 설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3) 고안된 접이식 헤드레스트의 경량화를 위

해 형상 최적화를 사용하여 강화된 법규

에 만족할 수 있는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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