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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

요약

본 발명은 자동차계기판의 상부에서 인스트루먼트판넬의 외면을 형성하는 크래쉬 패드스킨과; 상기 크래쉬 패드스킨의 하

면에서 충격을 견디도록 접착되는 크래쉬 패드코어와; 상기 크래쉬패드에 전달된 충격이 감쇠되도록 충격흡수공간을 형성

하면서 크래쉬패드의 하면에 결합되어 클러스터페시아에 고정되는 하부프레임으로 이루어져 내충격성을 향상시킨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크래쉬패드, 크래쉬패드코어, 하부프레임, 스티렌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자동차의 크래쉬패드 설치상태를 보인 단면도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분해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후방 사시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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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폴리퍼필렌프레임에 폴리카보네이트판넬이 결합되는 부분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메인크래쉬패드 4 : 우레탄폼

6 : 스킨 10 : 계기판설치부위

20 : 크래쉬패드 22 : 크래쉬패드스킨

30 : 크래쉬패드코어 32 : 스티렌수지판넬

34 : 결합홀 36 : 돌출부

37 : 폴리카보네이트판넬 40a : 나사부

42a, 42b : 나사 40b : 전면판넬

43 : 결합공 47 : 폴리퍼필렌프레임

45 : 하부프레임 50 : 클러스터페시아

55 : 고정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스트루먼트판넬의 크래쉬패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내충격성을 높이기 위해서 크래쉬패드의 크래쉬패드코어

를 스티렌수지와 폴리카보네이트판넬로형성하고, 크래쉬패드코어의 하부에 폴리우레탄 계열의 폴리퍼필렌으로 이루어진

하부프레임을 결합하여 내충격성을 높인 인스트루먼트판넬의 메인크래쉬패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스트루먼트패널(Instrument panel)은, 오디오시스템이나 에어컨유닛 등이 설치된 센터페시아 부분의 상부

에 설치된 합성수지의 성형품으로, 계기판이 설치된 운전자의 전방부는 자동차의 충돌시 충격을 견디어 운전자를 보호하

도록 강성 복합재료로 형성된 크래쉬패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기 크래쉬패드는 플라스틱 성형물로서,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메인크래쉬패드가 설치되며, 상기 메인크래쉬패

드 외측에는 쿠션을 위한 우레탄폼재가 배치되며, 상기 우레탄폼재의 외측에는 외장재로서 스킨(Skin)재가 형성되어진다.

도 1은 종래의 자동차의 메인크래쉬 패드의 설치상태를 보인 단면도이다.

종래의 인스트루먼트패널(A)의 단면구성을 살펴보면, 계기판부(10)의 상부에서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사출로

형성되는 메인크래쉬패드(2)와; 상기 메인크래쉬패드(2)의 외측면에 쿠션을 주기 위하여 내장되는 우레탄폼(4)과; 상기

우레탄폼(4)의 외부에서 외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층되는 얇은 스킨(6)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인스트루먼트패널(A)중에서 계기판부(10)의 메인크래쉬패드(2)에는, 계기판설치부위(10)에 설치되는 계기판

을 상측에서 차단하는 돌출부위(8)가 형성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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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상기와 같은 크래쉬패드는 내충격성을 높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려면 메인크래쉬패드의 두께를 두껍고 하

고, 그 내부에 두꺼운 우레탄폼을 내장해야 되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중량이 무겁고 생산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출한 것으로서, 인스트루먼트패널의 크래쉬패드를 구조적으로 중량이 줄어들게 하면서

내충격성은 더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 목적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러한 목적은, 자동차계기판의 상부에서 인스트루먼트판넬의 외면을 형성하는 크래쉬패드스킨과; 상기 크래쉬패드스킨

의 하면에서 충격을 견디도록 접착되는 크래쉬패드코어와; 상기 크래쉬패드코어에 전달된 충격이 감쇠되도록 충격흡수공

간을 형성하면서 크래쉬패드코어의 하면에 결합되어 클러스터페시아에 고정되는 하부프레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인스트

루먼트판넬의 크래쉬패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이하, 첨부한 도면에 의거하여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사시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

쉬패드의 분해사시도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후방 사시도이고,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단면도이고,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 판넬의 크래쉬패드의 폴리퍼필

렌프레임에 폴리카보네이트판넬이 결합되는 부분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구성은, 자동차계기판의 상부에서 인스트루먼트판넬의 외면을 형성하는 크래쉬패드스킨(22)과; 상기 크래쉬패

드스킨(22)의 하면에 접착되어 배치되는 패널형태로서, 상기 크래쉬패드스킨(22)의 하면을 통해 전달된 충격을 견디면서

흡수하는 크래쉬패드코어(30)와; 상기 크래쉬패드코어(30)의 하면에 결합되어 상기 크래쉬 패드코어(30)를 자동차의 바

닥면에 대해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자동차계기판이 장착되는 클러스터페시아(50)가 고정되며, 상기 크래쉬 패드코어(30)

에 전달된 충격을 감쇠하는 충격흡수공간(31)이 형성된 하부프레임(45)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클러스터페시아(50)에는 자동차의 계기판이 설치되고, 클러스터페시아(50)는 상기 하부프레임(45)에 나사

(42b)로 결합된다.

그리고, 상기 크래쉬패드코어(30)는 충격을 견디도록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티렌

수지(ABS)판넬(32)과; 상기 스티렌수지판넬(32)의 하부에 접착되어 상기 하부프레임(45)이 결합되도록 결합홀(34)이 형

성되고 전방부에 돌출부(36)가 형성된 폴리카보네이트(PC)판넬(37)로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하부프레임(45)은 공간을 형성하면서 상기 크래쉬패드코어(30)의 폴리카보네이트판넬(37)의 결합홀(34)에 나

사(42a)로 결합되고, 전방에는 폴리카보네이트판넬(37)의 돌출부(36)가 삽입되도록 결합공(43)이 형성된 폴리우레탄 계

열의 폴리퍼필렌(PPF)프레임(47)으로 이루어진다.

즉, 상기 하부프레임(45)인 폴리퍼필렌(PPF)프레임(47)의 후부에는 상기 나사(42a)가 관통되면서 상기 폴리카보네이트판

넬(37)의 결합홀(34)로 결합되도록, 통공이 형성된 나사부(40a)가 형성된다.

또한, 상기 하부프레임(45)인 폴리퍼필렌(PPF)프레임(47)의 전면판넬(40b)은 절곡되면서 크래쉬패드코어(30)의 폴리카

보네이트판넬(37)사이에 충격흡수공간(31)을 형성한다.

즉, 상기 충격흡수공간(31)은 외부에서 상기 스티렌수지(ABS)판넬(32)을 통해 전달된 충격을 감쇠시키고, 통형구조를 이

루어 크래쉬패드(20)의 강성을 강화시킨다.

한편, 상기 하부프레임(45)은 크래쉬패드코어(30)의 후부에서 고정판(55)으로도 결합되어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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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스트루먼트판넬의 크래쉬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인스트루먼트패널의 크래쉬

패드의 중량은 줄어들게 하여 재료비를 절감하고, 구조적으로 내충격성은 더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동차계기판의 상부에서 인스트루먼트판넬의 외면을 형성하는 크래쉬패드스킨;

상기 크래쉬패드스킨의 하면에 접착되어 배치되는 패널형태로서, 상기 크래쉬패드스킨을 통해 전달된 충격을 견디면서 흡

수하는 크래쉬패드코어; 및

상기 크래쉬패드코어의 하면에 결합되어 상기 크래쉬패드코어를 자동차의 바닥면에 대해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자동차계

기판이 장착되는 클러스터페시아가 고정되며, 상기 크래쉬패드코어에 전달된 충격을 감쇠하는 충격흡수공간이 형성된 하

부프레임을 포함하고,

상기 크래쉬패드코어는 충격을 견디도록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티렌수지판넬과;

상기 스티렌수지판넬의 하부에 접착되며 상기 하부프레임이 결합되기 위한 결합홀이 형성되고, 전방부에 돌출부가 형성된

폴리카보네이트판넬을 포함하며,

상기 하부프레임은 상기 크래쉬패드코어의 폴리카보네이트판넬의 결합홀에 공간을 형성하면서 나사로 결합되고, 전방에

는 상기 폴리카보네이트판넬의 돌출부가 삽입되도록 결합공이 형성된 폴리우레탄 계열의 폴리퍼필렌프레임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스트루먼트판넬의 크래쉬패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도면

등록특허 10-0577819

- 4 -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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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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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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