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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국 측면 신차안 도평가 결과에 한 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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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ew US NCAP has been carried out by NHTSA including front and side crash from MY2011. In this paper, 
test results for USNCAP Side crash were reviewed by statistical analysis. This review focused on side crash test resul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anges from new USNCAP side crash test protocol among 30 passenger cars. Thes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s. Total number of 5 star vehicles on the front seat dummy (16 vehicles, 53.3%) was 
slightly smaller than the rear seat’s (17 vehicles, 56.7%) in MDB test. For the ES-2re dummy, chest injury, ie maximum 
rib deflection contributed to 66% in the mean value of Pjoint. Pelvis injury was highly dependent upon performance up to 
87% in the SID-IIs dummy cited on the rear seat in average Pjoint. For Pole test, pelvis injury made contribution to the 
average performance to 83%. For standard deviation, it showed the largest value in the same body region as the mean 
value for each dummy. Overall front seat performance showed 14 vehicles, 44.6% with 5 star vehicles less than each 
MDB or Pole test result. This result showed that performances in MDB test were different pattern to Pole test on driver 
position. Number of 5star vehicles for overall side NCAP performance are 18 passenger cars (60%). Curtain airbag and 
driver thorax airbag were equipped in all test vehicles. One vehicle is equipped with thorax airbag in the rear seat. 
Results from two side tests considered as reliability problem, ie the cause for large standard deviation in side crash test. 
Consequently, the countermeasure for new USNCAP side crash test is essential to design the effective side structures 
for side collision and to control well dummy kinematics with curtain and thorax airbag in order to reduce chest and 
pelvis injuries.

Key words : USNCAP(미국신차안 도평가 로그램), NHTSA(미국도로교통안 국), MDB test(변형벽 차충

돌시험), Pole test(지주충돌시험), ES-2re(유럽남성측면충돌더미), SID-IIs(여성측면충돌더미), HIC(머리상해지
수), Rib deflection(흉부변형), Abdomen force(복부하 ), Curtain air bag(커튼에어백), Thorax air bag(흉부에어백)

Nomenclature1)

P : probability
HIC : head injury criterion
B, C, D, E : each segment of passenger car
NCAP : new car assessment program
MDB : mobile deformabl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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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북미 신차 안 도 평가 방법(USNCAP)이 1979년 
최  시행된 이래 2011년형 모델부터 폭 인 개

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측면 북미 신차안 도평가

1)
에 

한 변경 내용을 요약하면, 먼  시험 방법이 기존

의 MDB 충돌 시험에 지주 충돌시험을 추가하여 두 
종류의 충돌 시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리고 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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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st configuration for USNCAP side crash tests

의 시험과 함께  다른 큰 변화는 착석 더미의 변경

에 있다. 정면충돌과 유사한 개념으로 한정된 시험
으로 운 자의 성별  신체 크기 등을 고려하기 

하여 기존의 북미 측면 신차안 도평가(USNCAP 
Side crash test) 시험에서 사용하던 US-SID 더미를 
남성 운 자를 표하는 ES-2re 더미와, 여성운 자 

 승객을 표하는 SID-IIs 더미로 변경하여, 뒷좌
석 착석과 지주충돌시험에서 앞 좌석 더미로 사용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앞 좌석에 두 가지 시험
에서 다른 더미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충돌시
험 유형의 특성을 종합하여 평가가 가능해졌다. 최
종 으로 체 앞 좌석 성능(Overall front seat perfor-
mance)과 뒷좌석 성능을 종합 으로 재평가하여 

체 측면충돌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착석 치 뿐만 
아니라 더미 크기에 따른 향도 평가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소 복잡하게 평가 방식이 변
경되었지만, 제한된 충돌시험에서 측면충돌 사고 
유형, 승객 유형  착석 치 등 여러 가지 향을 
고려하기 한 방법이라고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

되고 있는 미국 신차안 도평가(USNCAP)시험  
측면충돌성능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새로운 
평가방법이 처음 용된 2011년 모델에 한 미국
도로교통안 국(NHTSA) 시험 결과2)

를 바탕으로 

통계  분석방법으로 개정된 측면북미신차안 도

평가에 한 향을 분석하 다. 특히 시험 방법의 
추가, 착석 더미 변경과 각각의 더미 평가항목이 새
로운 측면 북미 신차안 도평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통계분석에 이용된 데이터 샘 은, 한
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승용차 30 로 한정하

으며, 차량 유형  SUV와 트럭은 제외하 다. 끝으
로 측면충돌에서 안 시스템에 의한 안 성능 향

도 간단히 언 하 다. 참고로 새로운 정면충돌 북
미 신차안 도평가 방법에 한 통계  성능 분석

은 범 균
3)
에 의해 선행 연구되었다.

2. New USNCAP Side Crash Test 개요

상세한 시험 결과를 분석하기 하여, 먼  개정

된 측면 북미신차안 도 평가 방법에 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시험 방법은 Fig. 1과 같이 차충돌 시
험(Mobile deformable barrier test; 이하 MDB test)과 
지주충돌 시험(Pole test)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먼  차충돌 시험은, 앞 좌석에 성인 남성을 표
하는 ES-2re 더미와 뒷좌석에 여성 더미인 SID-IIs를 
착석시키고, 알루미늄 벌집구조로 된 변형 벽을 장
착한 이동 차를 시속 62kph로 27°경사지게 정지
한 시험차량에 충돌시킨다. 두 번째 시험 유형은 지
주 충돌 시험(Pole test)으로써, 앞 좌석에만 여성 더
미인 SID-IIs를 착석시키고 차량을 32kph 속력으로 
75°경사지게 견인하여 고정된 지주에 충돌시킨다.
이때 각각의 더미에 장착된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낸 식을 
이용하여 ES-2re 더미는 4 바디 역(머리, 흉부, 복
부 그리고 골반)와 SID-IIs더미는 2 바디 역(머리
와 골반)의 수를 각각 산출하게 된다.

USNCAP 측면 충돌의 상해 기 은 SID-IIs의 골
반 상해 확률을 제외하고, 모든 바디 역에서 상

을 입을 확률, 즉 AIS 3+를 기 으로 되어 있다. 참고
로 AIS4)(AbbreviatedInjuryScale)는 1등 (Mino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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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jury risk curve for USNCAP side MDB test in the 
ES-2re dummy

Injury criteria Risk curve

Head (HIC36)  
73998.0

45231.7)36ln(
⎟
⎠
⎞

⎜
⎝
⎛ −

Φ=
HICPhead

Chest
(Rib deflection, mm)

 
)*919.03895.5exp(1

1
D

Pchest −+
=

Abdomen
(Total abdominal force, N)

 
)*002133.004044.6exp(1

1
F

Pabdomen −+
=

Pelvis
(force, N)

 
)*0011.05969.7exp(1

1
F

Ppelvis −+
=

Pjoint = 1-(1-Phead)(1-Pchest)(1-Pchest)(1-Ppelvis) 
in ES-2re (1)

서 6등 (사망)까지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Table 3
에 각 바디 역별 AIS 상해 기 과 미국 측면충돌 

법규항목인 FMVSS214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해 상
한 값을 표기하 다. 새로운 신차안 도평가에서 

측면충돌에 한 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별의 개수(Star rating)로 충돌 성능을 평
가하게 되어 있다. 1단계에서는 MDB 시험의 앞 좌
석 ES-2re 더미와 뒷좌석 SID-IIs 더미에 한 성능
을 각각 Star rating으로 나타낸다. 이때 ES-2re 더미
는 각 바디 역(머리, 흉부, 복부 그리고 골반)별 최
소 수를 계산(Table 1 참조)하여, MDB 시험에서 
식 (1)을 이용하여 앞 좌석 성능을 Pjoint 값을 계산하

여, 이 값에 따라 성능을 1에서 5개의 별로 평가한
다. 를 들면, 식 (1)에서 구한 Pjoint 값이 0.1 이하이
면 5star, 0.15 이하이면 4star, 0.2 이하이면 3star 그리
고 0.4 이하이면 2 star이다.
한, MDB 시험 뒷좌석과 지주충돌 시험 앞 좌석

에 착석시키는 SID-IIs 더미의 경우, 2 바디 역(머
리와 골반)별 최소 수(Table 2 참조)를 계산하고, 
이를 식 (2)에 입하여 각각의 시험 유형별 착석더
미의 성능을 앞 좌석과 동일하게 별의 개수로써 표

시한다. 즉, 1단계에서는 MDB 시험의 앞 좌석 더미
(ES-2re)  뒷좌석 더미(SID-2s) 그리고 지주충돌 
시험의 앞 좌석 더미(SID-2s) 등 각각의 착석 더미에 
한 성능이 별의 개수로 표시된다.
계속해서 2단계 성능평가에서는 1단계에서 수행

한 MDB 시험 앞 좌석 성능과 지주충돌 시험 앞 좌
석 성능을 통합하여 앞 좌석 체 성능을 평가한다. 

이를 하여 두 시험 결과의 가 평균 식 (3)으로 계
산하며, 앞 좌석 체 측면 충돌성능(Overall front 
seat performance)을 별의 개수로 재평가 한다. 즉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 유형, 운 자 성별 그리고 신

체 크기에 한 측면 충돌 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뒷좌석 성능에 하여는 MDB 시험 결과만 
있으므로 재평가하지 않는다.

Table 2 Injury risk curve for USNCAP side Pole test in 
SID-IIs dummy

Injury criteria Risk curve

Head
(HIC36)

 
73998.0

45231.7)36ln(
⎟
⎠
⎞

⎜
⎝
⎛ −

Φ=
HICPhead

Pelvis
(accetabular+iliac force, N)

 
)*0011.05969.7exp(1

1
F

Ppelvis −+
=

Pjoint = 1-(1-Phead)(1-Ppelvis) in SID-IIs (2)

최종 으로 3단계에서는 체 측면충돌의 표 
성능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즉, 2단계에서 평가한 
앞 좌석 체 성능과 1단계 뒷좌석 성능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두 성능을 산술 평균하여 성능을 계산한 
후 별의 개수로 체 측면충돌 성능을 표기한다. 앞
의  단계를 요약하여 Fig. 2에 표시하 다.

Fig. 2 Performance rating procedure for US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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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gram for USNCAP side ratings

Pjoint = 0.8*(Pjoint in MDB)+0.2*(Pjoint in Pole) 
on Front Seat (3)

Table 3 Injury level for body regions in each dummies
FMVSS214

Dummy Region Injury Lists Unit Injury level Compliance
Head HIC36 AIS 3+ 1000
Chest Rib Deflection mm AIS 3+ 44

Abdomen Total Abdom 
F

kN AIS 3+ 2.5
Pelvis Pelvis Force kN AIS 3+ 6.0
Head HIC36 AIS 3+ 1000

Lower 
S i

Acceleration g None 82
Pelvis Aceta+iliac kN AIS 2+ 5.525

ES-2re

SID-IIs

USNCAP Side Crash Test

3. NHTSA 측면 충돌 시험 결과  분석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사용된 체 시험 차량의 

목록과 MDB 시험과 지주충돌 시험 결과  안  장

치 장착 유무에 하여 Appendix A)에 상세하게 나
타내었으며, 모든 샘  차량은 승용차 등  기 인 

B,C,D 그리고 E로 분류하 으며, 각 등  별 차량 분

포는 각각 1, 11,12 그리고 6 이며, 체 시험차량 
샘 은 30 이다. 이  5star 차량은 MDB 시험의 앞 
좌석 16 (53.3%), 뒷좌석 17 (56.7%) 그리고 지주
충돌 시험의 앞 좌석은 17 (56.8%) 분포를 보 다. 
그리고 앞 좌석 체성능 5star 결과는 14 (46.7%)
이며, 측면충돌 체 성능은 18 (60%)로 나타났다. 
각 등  별 상세한 Star rating 결과는 Table 4에 표시
하 다.
한 Table 4의 결과를 Fig. 3에 막 그래 로 나

Table 4 Number of vehicles for USNCAP side rating in each 
segment

타내었다. Fig. 3과 같이 각각의 착석 치 별 성능 
에서 고성능(4 star 이상)의 차량 수에서는 유사
한 결과를 보 으나, 성능(3star 이하)구간에서는 
SID-IIs더미가 8 , ES-2re 더미 6 로 보다 빈도수

가 많은 결과를 보인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된다. 먼  앞 좌석에 SID-IIs를 착석
시키는 지주(Pole) 충돌시험이 상 으로 MDB 시
험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이것은 지주충
돌 시험 조건의 신뢰성

5)(Reliability)에서 향을 받
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측면으로는 MDB 시험 뒷좌석 한 결과

는 Appendix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만 흉부에어

백을 장착한 향으로 보인다. 두 앞 좌석 더미들의 
통합 성능은 식 3에 의해 두 시험의 가 평균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더 좋게 계산되는 것

이 보통이지만, 본 시험 결과에서는 오히려 통합 앞 
좌석 성능이 각각의 앞 좌석 시험 결과보다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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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le test performance among 16 vehicles with 5 star 
in the MDB front seat dummy

타났다. 이것은 MDB 시험과 지주충돌 시험 성능의 
상호 연 성이 낮기 때문이다. 일례로 MDB 시험 운
석 5star 16  차량 각각의 지주충돌 성능을 살펴

보면 Table 5와 같이 5star에서 1star까지 분포를 보
인다.

Appendix A)에서 측면충돌 성능과 련된 주요 
안 장치로는 운 자와 탑승객의 머리를 보호하기 

한 커튼에어백(Curtain airbag)과 흉부를 보호하기 
한 흉부에어백(Thorax airbag)을 들 수 있다. 두 에
어백 모두 장착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뒷좌석 

승객의 흉부에어백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장착

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다음 각 에서는 각각의 착
석 더미에 한 측면 충돌 성능을 자세하게 논의하

고자 한다.

3.1 MDB 시험 앞 좌석 더미(ES-2re) 결과  
분석

모든 차량의 MDB 시험 앞 좌석 더미 ES-2re 결과
는 부록 B)에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Fig. 4에 각 바디 
역별 상해 확률 구간별 시험차량 수를 표시하

으며, 다른 바디 역에 비해 상 으로 흉부 상

해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해 확률이 높
은 구간에서는 Pjoint와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Fig. 4 Number of vehicles for injury probabilities on the front 
seat dummy in MDB test

체 차량의 각 신체 부 별 평균 0.133 에서 흉
부 변형(Rib deflection)에 의한 상해확률은 0.092로
서 66% (Fig. 6 참조)를 차지한다. 이 결과로부터 흉
부 변형이 앞 좌석 성능에 매우 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 한 산포를 나타내는 표 편차에서도 동

일한 흉부 변형에서 0.080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
며, 이것은 상 하 세 개의 Rib에서 측정하는 흉부 
변형(Rib deflection)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복부 상해에서도 머리나 
골반 상해보다 상 으로 큰 평균값과 산포를 보

다.
앞 좌석 더미의 각 바디 역별 상해가 Pjoint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선형회귀 분석을 하

으며, 그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으며, 최  흉부 

변형에 의한 상 도가 0.922, 복부하 에 의한 상

도는 0.686 으로 다른 두 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MDB시험 앞 좌석 더미 성능 Pjoint에 기여하는 각 

바디 역별 분포에서 흉부 상해 평균이 66%, 복부
상해 평균이 28%를 차지하 으며, 골반 그리고 머
리 순이었다. 상세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지
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앞 좌석 MDB 충돌성능은

Fig. 5 Regression fittings for injury probabilities vs Pjoint on 
the front seat dummy in MDB test

Fig. 6 Pjoint Diagram from each body injury on the front seat 
dummy in MDB test in the aver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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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흉부 변형, 복부 하 이 크게 향을 미치며, 
최  표 편차 역시 흉부 변형에서 발생하며 0.080
으로 평균값 0.092와 큰 차이가 없다. 한 흉부를 
제외한 다른 바디 역의 산포 역시 복부, 골반 그리
고 머리 순이었다.

3.2 지주충돌 시험 앞 좌석 더미(SID-IIs) 
결과  분석

MDB 시험 앞 좌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주충돌 
시험 앞 좌석 더미 데이터를 분석하 으며, 모든 차
량의 지주충돌 시험 결과를 부록 C)에 상세하게 나
타내었다. 동일한 SID-IIs 더미를 착석시키는 시험
은 지주충돌 시험 앞 좌석과 MDB시험의 뒷좌석이
다. SID-IIs더미의 ES-2re더미와 차이 은 크기가 작

고, 성능 평가는 두 바디 역(머리와 골반)에서만 
이루어진다. 시험결과에 한 각 바디 역별 상해
확률과 시험차량 수를 Fig. 7에 표시하 다.
이 결과에서 지주충돌 시험 특징을 요약하면, 골

반상해의 평균값이 0.10으로 체 평균의 83%를 차
지하고 있으며, 특히 표 편차 역시 0.087로 ES-2re 
보다 크게 나타난다. 한 머리 상해와 다르게 15% 
과의 골반 상해 차량이 7 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지주충돌 시험의 신뢰성 문제로 생각된다.
지주충돌 시험의 각 바디 역별 상해가 Pjoint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

도하 으며, 그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으며, 골반 
상해지수에 의한 상 도가 0.986으로 머리 역보

Fig. 7 Histogram for No. of vehicles vs injury probabilities 
on the front seat in Pole test

Fig. 8 Regression fitting for injury probabilities vs Pjoint on 
the front seat in the Pole test

Fig. 9 Pjoint diagram for each body injury on the front seat in 
Pole test

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한, 앞 좌석 Pjoint에 기여하는 각 바디 역별 분

포에서 골반 상해 평균이 83%를 차지하 으며, 머
리부 는 17%를 차지하 으며, Fig. 9에 나타내었
다. 지 까지 지주충돌 결과를 종합하면, 앞 좌석 지
주충돌 성능은 골반 상해지수가 크게 향을 미치

며, 산포 역시 골반 상해지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특히 골반 상해지수의 경우에 큰 상해치를 보이
는 시험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지주충돌의 시험방
법 상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인다. 를 들면, 지
주의 충돌 , 더미의 착석 치  차량의 제조 상태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뢰성 문제로 보인다. 즉 
지주충돌에서는 도아 구조물의 직 인 더미 

에 따라 산포가 크게 발생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하여 차량 구조 련 부품 뿐만 아니라 안 장치의 

한 더미운동(Dummy kinematics)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3 MDB 시험 뒷좌석 더미(SID-IIs) 시험 
결과  분석

지주충돌 시험과 동일한 SID-IIs 더미를 사용하는 



Hyenkyun Beom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1권 제2호, 2013110

MDB 시험 뒷좌석 더미 결과를 앞 과 동일한 방법
으로 분석하 으며, 모든 차량의 시험 결과와 측정
된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상해 확률은 부록 D) 에 상
세하게 나타내었다. 한, 각 바디 역별 상해확률
과 시험차량 수를 Fig. 10에 표시하 다.
뒷좌석 SID-IIs 더미 역시 지주충돌 시험과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골반 상해 확률 평균이 
0.108 로 매우 큰 값을 보이고 있다. 한 MDB 시험 
뒷좌석 더미는 부분의 차량이 커튼에어백만 장작

하고, 1 를 제외한 부분의 차량에서 흉부에어백

은 미장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주충돌 시험의 상

해값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차량 측
면(도어) 구조물의 골반에 직 인 이 이루어

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골반부 의 높은 상해 값

Fig. 10 Histogram for Number of vehicles vs injury prob-
abilities on the rear seat in MDB test

Fig. 11 Regression fittings for injury probabilities vs Pjoint on 
the rear seat in MDB test

Fig. 12 Pjoint diagram for each body injury on the rear seat in 
MDB test

을 갖는 차량 수도 지주충돌과 유사하며, MDB 시
험 뒷좌석 성능 역시 신뢰성 문제가 요하다고 생

각된다.
뒷좌석 더미의 각 바디 역별 상해가 Pjoint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시도

하 으며, 그 결과는 Fig. 11에 나타내었다. 골반 상
해 확률에 의한 상 도가 0.981 로 머리 역보다 크
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더미를 사용하는 지주충돌 
앞 좌석 더미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한, Fig. 12에서 뒷좌석 Pjoint에 기여하는 각 바디 

역별 분포에서 골반 상해 확률 평균이 87%를 차
지하 다. 지 까지 MDB 시험 뒷좌석 성능 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시험 유형, 착석 치뿐만 아니라 흉
부에어백 착용 유무 등은 다르지만, 동일한 더미 
SID-IIs 를 사용하는 지주충돌 결과와 MDB 뒷좌석 
성능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정면 신차안
도 평가 결과와 성능 산포 측면에서 비교해 볼 때, 
측면 충돌 시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더미
와 구조물의 직  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측면충돌 성능의 산포를 
이기 하여 신뢰성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4. 결 론

지 까지 새로운 로토콜로 NHTSA에 의해 수
행된 미국 측면 신차안 도 평가시험  MDB 시험 
 지주(Pole) 충돌 시험 결과에 한 통계  분석을 

하 다. 분석 상은 30 의 MY2011 승용차로 한정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30  차량  MDB 시험 앞 좌석(ES-2re) 5star는 

16 (53.3%), 뒷좌석(SID-2s)은 17 (56.8%) 그



Statistical Review for New USNCAP Side Crash Test Results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21, No. 2, 2013 111

리고 지주충돌 앞 좌석(SID-IIs) 17 (56.8%)로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그리고 앞 좌석 체 평가
에서 5star 차량은 14 (46.7%)  측면 충돌 통합 
평가에서는 18 (60%) 분포를 보 다.

2) 측면 충돌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 성능의 산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SID-IIs 두 시험 결과
는 시험 유형, 착석 치.그리고 흉부에어백 유무
에 계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이것은 구
조물의 직 인 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험의 산포를 이기 하여, 
측면 구조물의 합한 설계 뿐만 아니라 에어백

의 한 작용이 요구된다.
3) ES-2re 더미의 경우에는 흉부 역, SID-IIs 더미
에서는 골반 역의 상해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산포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 다.
4) MDB 시험과 지주충돌 시험 성능의 상호 연 성

이 떨어지므로 두 시험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 검토가 요구된다.
5) 측면 충돌 안  장치로 재 커튼에어백  운

자 흉부에어백은 100% 장착율을 보이고 있으나 
부분의 차량에서 뒷좌석 흉부에어백은 미장

착 상태 지만, 시험 결과는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즉 측면 충돌에서는 차량 구조물과 더미의 
직  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므로, 에어백 뿐
만 아니라 차량 구조 개선이 성능 향상을 하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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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Total vehicle lists for overall side test results

Appendix B. Summary of MDB test results in front seat dummy (ES-2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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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Summary of Pole test results in front seat dummy (SID-IIs)

Appendix D. Summary of MDB test results in rear seat dummy (SID-I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