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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향후 2020년 이후의 시트 트렌드는 슬림화, 따라서 시트 프

레임도얇아지면서강력한소재를사용해야하고, 시트쿠션은

얇으면서기존의안락함과기능성을보유해야할것으로판단

된다.

쿠션성은 시트패드 자체의 영구압축줄음율과 연관성이 높

으며, 승차감은 시트패드가 적용된 완제품 시트에 대한 특성

을의미하며, 얇아지는시트슬림화추세에따라집중적인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3D Mesh와 슬라브, PU폼을 응용한 형태의 복합

시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D

spacer fabric을 슬라브층과혼합하여사용함에따른직물사

이의보강사간의마찰로인한소음발생이예상되고있어이

에 대한 소음저감과 시트패드에 대한 쿠션성 최적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2035년도에는 집과는 또 다른 개념

으로 차량 내부의 공간 확보가 중요하며,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운전할필요가없기때문에시트에대한슬림화개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foam 소재에 대한 두께를 최소

화하지만, comfort 특성을 높일 수 있도록 slim type의 시트

패드 구현은 혁신적인 기술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자동차시트에사용되는시트패드

의 중요 물성인 영구압축줄음율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 시트

용 3D Mesh를 제작하고 3D Mesh의 Pore size에 따른 물성

변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 험

2.1 자동차 시트용 3D Mesh 편직

자동차 시트용 3D Mesh를 22G Double raschel 경편

기를 이용하여 상/하부 텍스타일은 PET DTY

150/28SD원사를, 접결사는 PET 50/1 SD 원사를 사용

하여 편직하여 pore size 별 3종 조직을 준비하고, 밀

도변화를 주어 시료를 준비하였다.

2.2 영구압축줄음율 분석

시료의 영구압축줄음율 분석을 위해 샘플을 50x50x25mm

이상 적층하고 50±1%로 압축하여 15분 이내에 Oven에 넣고

22간동안 방치 후 시편을 Oven에서 꺼내어 상온에서 30~40

분동안 방치 후 시편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하기 수식을 기반

으로 영구압축줄음율 수치를 계산 및 확인하였다.

Ct = [ (T0 - Tf) / T0) ] X 100

Ct : 원래두께에서 Compression Set의 %

T0 : 원시편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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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 최종시편의 두께

2.3 인장강도 분석

자동차 시트용 3D Mesh의 시트적용을 위한 인장강

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ASTM D5035 규격을 이용

하여 물성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동차 시트용 3D Mesh의 편직 및 물성평가를 진행

한 결과 접결사 밀도와 pore size에 따른 영구압축줄

음율 및 인장강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3D Mesh로 편직가능한 pore의 구조는 원형, 직사각,

정사각 등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된 허니콤

형태의 구조가 아닌 다른 pore 구조를 가진 3D Mesh

의 구조 및 접결사의 밀도에 따른 경향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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