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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pporting stiffness of seats is an important component affecting dynamic characteristics 

cognized by a passenger. To analyze dynamic characteristic of a seat for vehicles operating on 

various road conditions, the seat vibration from road irregularity should be understood and 

compared. In this study, the seat is analyzed as distributed supporting system. The dynamic stiffness 

is measured using masses. The characteristic of the seats is analyzed by measuring distributed 

dynamic stiffness. The distributed dynamic stiffness of the seat is estimated on various locations and 

the effects of each component such as spatial distribution, compression level and vibration 

amplitude are analyzed. The influence of seat cover, elastic support and flexible polyurethane foam 

on the measured stiffness was analyzed. 

 

1. 서 론 

자동차 시트는 운전자가 주행 중 받게 되는 진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시트의 

주관적 평가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개발 

단계에서 평가 회수가 제한되고 시트 각 요소의 영

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트의 안락감을 객관적인 데이터

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법이 필요하다. 그 동안 시

트의 동적 안락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차량의 바닥

과 운전자 사이의 전달률과 인체의 진동 민감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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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적용하여 시트의 동적 안락감을 평가하는 

S.E.A.T 방법을 사용하였다.(1),(2) 이런 평가 방법의 

경우 사람이 느끼는 안락감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시트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

다. 시트의 정적인 안락감을 평가 하기 위한 연구의 

경우 사람이 앉았을 때 발생하는 시트의 압력분포

나 변형률을 고려한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트의 진동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트의 동적 분포 강성을 고려한

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시트의 동적 안락감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론 

2.1 시트 모델링과 실험 장치 구성 

(1) 시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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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착좌할 경우 사람이 질량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시트를 분포된 스프링의 조합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각 부분의 강성을 따로 측정하여 시트의 

강성 분포를 얻을 수도 있고 인체 더미를 사용하여 

사람이 앉는 경우 작용하게 되는 등가 강성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질량-스프링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면 

지배방정식은       1 1 0eqmw t k w t w t   가 된다. 

여기서 조화해, 
0 0

ˆ i tx x e  ,를 가정하면 시트의 입력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의 전달함수는 
1 0
ˆ ˆie w w 

이다. 실험적으로 구한 전달함수와 이론으로 구한 

전달함수를 비교하면 시트의 강성 분포와 손실계수

를 구할 수 있다.(4) 

(2) 실험 장치 구성 

노면 진동을 고려하기 위해 0~100 Hz의 범위에

서 백색잡음 신호로 가진하였고 가속도의 r.m.s. 값

은 1, 3, 5m/s2이며 시트의 무게는 11.16kg, mass

는 0.3kg 를 사용하였다. 노면 진동은 시트 바닥의 

앞부분에 가속도를 부착하여 받았고 응답 신호는 

질량의 중앙에 부분에 가속도를 부착하여 받았다. 

 

2.2 측정 결과 및 고찰 

(1) 분포 강성과 손실계수 측정 

분포 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면적이 작은 더미를 

사용하여 시트 바닥에서 들어오는 진동에 대한 더

미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시트의 진동의 관심 주파

수 영역인 저주파수 영역에서 실험 결과와 이론값

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트

의 진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트를 질량-스프

링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질량은 

같지만 각 위치의 시트 강성에 따라 전달함수의 공

진 주파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노면 

진동의 크기가 증가하면 강성이 낮아진다. 

 

1 10 100
10

-3

10
-2

10
-1

10
0

10
1

10
2

  1

  4

  7

 10

 13

 M-K system 



Frequency (Hz)  

Figure 1 Measured and predicted transfer functions 

3. 결  론 

사람이 느끼는 시트 진동의 주요 주파수 영역은 

저주파수 대역이고 이 저주파영역에서 시트를 질량

-스프링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다. 시트의 강성 분

포와 손실계수를 측정하였고 노면 진동의 크기에 

따라 강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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