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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에어백(102)와 같은 탑승자 보호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는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위치 센
서(80,84,86)과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센서(70)을 구비한다. 위치 센서(80,84,86)과 중량 
센서(70)은 제어기(24)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탑승자의 중량과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이트 위치 센
서(30), 시이트 배면 경사각 센서(36), 및 벨트 페이아웃 센서(64)를 사용한다. 에어백(102)의 반응 캔
(103)에는 배출 밸브(120)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밸브는 제어기(24)에 의하여 제어된다. 제어기(24)는 중
량 센서로 부터의 탑승자 중량 범위와 위치 센서로 부터의 탑승자 위치 범위를 설정한다. 제어기(24)는 
감지된 탑승자 위치 범위와 감지된 탑승자 중량 범위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한
다. 따라서 제어기 (24)는 개별 컨트롤 영역중에서 선택된 것에 기초하여 배출 밸브(120)에 조절 신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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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및 제어 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제작된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개략적인 다이어그램.

제2도는 제1도에 도시된 시스템의 전기 제어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블럭도.

제3도는 컨트롤 영역 그룹을 도시하는 제1도의 제어기의 검사표부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4도 내지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제어 과정을 도시하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 : 탑승자 구속 시스템 제어 장치            22 : 센서

24 : 제어기                                             30 : 시이트 위치 센서

32 : 차량 시이트                                      36 : 시이트 배면각 센서

38 : 시이트 저면                                      40 : 시이트 배면

50 : 좌석 벨트                                         56 : 좌석 벨트 버클 조립체

60 : 좌석 벨트 버클 스위치                       64 : 벨트 페이아웃(Payout) 센서

70 : 탑승자 중량 센서                               80 : 제1 탑승자 위치 센서

84 : 제2 위치 센서                                   86 : 제3 위치 센서

90 : 충돌 센서                                         100 : 탑승자 구속 시스템

102 : 에어백                                           104 : 도화폭관

110 : 팽창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차량 탑승자 구속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작동가능한 구속 장치를 제어
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차량에 사용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구속 시스템은 충돌 센서, 팽창
가능한 에어백, 그리고 충돌 센서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상기 에어백의 전개(deployment)를 제어하는 
작동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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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충돌 센서로는 차량의 감속과 함수적 관계에 있는 수치를 갖는 전기 신호를 공급하는 가속도계가 사
용될 수 있다. 상기 가속도계의 신호를 제어기가 판단하여 차량 충돌 상태를 결정하고 에어백을 전개시켜
야 하는 경우 작동 신호를 공급한다.

상기 작동 회로는 팽창 유체원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도화폭관(squib)을 구비한다.

제어기로부터의 작동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작동 회로는 도화폭관을 통해 전류를 공급하여 상기 도화폭
관을 점화시킨다. 도화폭관이 점화되면, 팽창 유체원으로부터 에어백까지 가스를 배출하여, 에어백을 팽
창지킨다.

당업계에는 팽창 유체원으로부터 공급된 가스 100%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방식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
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감지된 탑승자의 중량에 따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블랙번 등에게 허여되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제 5,232,243호에 개시되어 있다. 감지된 탑승자 위치에 따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의 양을 제
어하는 또 다른 시스템이 제안되어 있으며, 이것은 젠트리 등에 의해 1992년 12월 4일자로 출원되었고 본 
발명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미합중국 특허 출원 제 986,041호에 개시되어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결정된 탑승자 중량 범위와 결정된 탑승자 위치 범위에 종속하는 선택된 컨트롤 영역(control 
zone)에 따라 탑승자 구속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일 태양에 따르면, 탑승자 구속 시스템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는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
한 위치 감지 수단과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감지 수단을 구비한다. 본 장치는 또한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탑승자 구속 장치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기 위하여 탑승자 구속 장치에 작동식으
로 연결된 조절 수단을 구비한다.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와 탐지된 중량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
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리고 개별 컨트롤 영역중 선택된 것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를 공급하기 위
하여 제어 수단이 위치 감지 수단, 중량 감지 수단 및 조절 수단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따르면, 탑승자 구속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은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
는 단계와 탑승자 중량을 감지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는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와 감지된 중량에 응답하여 선택된다. 본 방법
은 또한 선택된 컨트롤 영역에 기초하여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
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팽창 유체원에 작동식으로 결합된 에어백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가 제
공되어 있다. 에어백은 차량의 충돌 상태를 검출하면 작동 구속 위치까지 팽창하게 된다. 상기 장치는 에
어백에 대한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위치 감지 수단과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감지 
수단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에어백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조절 수단을 구비하며, 이 조절 수단은 
조절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차량 충돌 상태 동안 에어백의 구속 기능을 조절하기 위하여 팽창 유체의 양
을 조절한다.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와 감지된 중량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그리고 상기 개별 컨트롤 영역중 선택된 것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어 수단이 
위치 감지 수단, 중량 감지 수단, 및 조절 수단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제어 수단은 복수개의 
저장된 탑승자 특성 블럭을 갖는 검사 메모리 표를 구비한다.

여기에서 각 블럭은 탑승자 중량 범위와 탑승자 위치 범위 모두와 함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상기 복수
개의 저장 블럭은 적어도 두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컨트롤 영역의 각각은 관련 조절 
제어 신호를 갖는다. 제어 수단은 선택된 컨트롤 영역에 기초하여 조절 제어 신호중 관련된 것을 출력하
여 배출되는 팽창 유체의 양을 제어한다.

기타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은 첨부도면과 관련하여 하기의 양호한 실시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당업
자에게 명백하게 된다.

[양호한 실시예의 설명]

제1도 및 제2도를 참조하면, 탑승자 구속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20)은 제어기(24)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복수개의 센서(22)를 구비한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시이트 위치 센서(30)은 차량 시이트(32)
와 차량 바닥(34) 사이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상기 센
서(30)은 차량 내부의 고정된 기준점에 대한 상기 시이트(32)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공급한다. 
상기 시이트(32)의 시이트 저면(38)과 시이트 배면(40) 사이에 시이트 배면각 센서(36)이 작동식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시이트 배면각 센서(36)은 시이트 저면(38)에 
대한 시이트 배면(40)의 기울기 각도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공급한다.

차량  바닥(34)에는  좌석  벨트(50)이  제1  위치(52)에  공지된  방법에  의해  작동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좌석 벨트(50)은 차량 시이트(32)에 고정될 수도 있다. 상기 벨트가 탑승자 둘레에 걸쳐지는 경우, 
좌석 벨트의 한 단부(54)는 당업계에 공지된 텅(tongue)과 버클 장치를 사용하는 좌석 벨트 버클 조립체
(56)에 수납 및 고정된다. 좌석 벨트 버클 조립체의 버클부는 공지된 방식으로 차량에 고정된다. 또한 좌
석 벨트 버클 조립체를 차량 시이트(32)에 고정할 수도 있다.

좌석 벨트 버클 조립체(56)은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좌석 벨트 버클 스위치(60)을 구비한다. 
좌석 벨트 버클 스위치(60)은 좌석 벨트 텅과 버클이 래치(latch)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제어기(24)에 공급한다. 웨브 또는 벨트 페이아웃(Payout) 센서(64)가 좌석 벨트 견인기(66)에 작동식으
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페이아웃 센서(64)는 견인기(6
6)으로부터 당겨져 있는 좌석 벨트 가죽띠(webbing: 50)의 양을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공급한다.

시이트(32)의 하부 쿠션(38)내에 탑승자 중량 센서 또는 스케일(70)이 작동식으로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상기 중량 센서(70)은 시이트 쿠션(38)위에 위치하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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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측정된 중량을 나타내는전기 신호를 공급한다.  초음파 센서와 같은 제l 탑승자 위치 센서(80)이 시
이트배면(40)을 겨냥하여 계기판 또는 계기 패널(82)내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리고 제어기(24)에 전기적
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초음파 센서와 같은 제2 위치 센서(84)가 차량의 전방을 향하여 상기 시이트
(30)의 시이트 배면(40)에 장착되어 있으며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또한 초음파 센서와 
같은 제3 위치센서(86)이 차량을 가로질러 측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통상적인 탑승자 착석 위치전방에서 
옆문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고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센서(80.84.86)
은 팽창가능한 탑승자 구속 시스템(100)의 전개도어 또는 커버(150)에 대한 탑승자 위치를 측정하는데 사
용된다. 위치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센서를 다른 위치에서 사용할수
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제어기가  초음파  센서(80.84.86)을  작동시키면,  그  각각은  관련  초음파  펄스를  출력한다.  상기 센서
(80.84.86)은 트랜스폰더(transponder)이거나 한 쌍의수신기/송신기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센서 각각은 
당업계에  공지된  방식으로,  관련된  리턴  에코  펄스(return  echo  pulse)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공급한다. 송신된 펄스와 수신된 에코 펄스간의 시간차를 감지하므로써 제어기(24)는 센서 각각에 대하여 
탑승자의 위치를 측정한다. 제어기가 팽창가능한 탑승자 구속 시스템(100)의 전개 도어 또는 커버(150)에 
대한 센서들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상기 제어기는 간단한 수학을 이용하여 전개 도어(l50)에 대한 
탑승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어기(24)는 센서(30)에 의하여 감지된 시이트 위치와 센서(36)에 의
하여  감지된  시이트  경사에  기초하여  전방  센서(8)과  후방  센서(84)에  의해  측정된  거리  수치를 
보정한다.

전방 센서(80)은 탑승자의 전방을 향하여 초음파 펄스를 발신한다. 송신된 펄스와 수신된 에코 펄스간의 
시간차에 기초하여, 제어기(24)는 탑승자의 전방에서 계기판(82)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시이트 초음파 
센서(84)는 탑승자의 등을 향하여 펄스를 발신한다. 송신된 펄스와 수신된 에코 펄스간의 시간차에 기초
하여, 제어기(24)는 탑승자의 등에서 시이트 배면(40)까지의 거리를 결정한다. 센서(86)은 탑승자가 팽창
가능한 탑승자 구속 시스템(100)의 전개 도어(150)에서 소정거리내에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보증 센서
로 작용한다. 탑승자에서 전방 센서 (80)까지의 계산된 거리, 탑승자의 등에서 시이트 배면(40)(센서 8
4)까지의 계산된 거리, 상기 센서(30)으로부터의 시이트 위치, 상기 센서(36)으로부터의 시이트경사각, 
상기 센서(64)로부터의 좌석 벨트 가죽띠의 페이아웃(pay0ut), 그리고 상기 센서(86)으로부터의 리턴 신
호를 이용하여, 제어기(24)는 팽창가능한 탑승자 구속 시스템(100)의 전개 도어(150)에 대한 탑승자 위치
를 계산할 수 있다.

차량에는 충돌 센서(90)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충돌 센서
(90)은 관성 스위치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형태중 어느 한가지를 취할 수 있다. 상기 충돌 센서(90)으로는 
충돌 상태가 발생하면 차량충돌 상태를 나타내는 특성을 갖는 전기 신호를 출력하는 형태의 가속도계가 
바람직하다. 제어기(24)는 가속도계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분석하여 전개 충돌 상태를 발생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 전개 충돌 상태란 탑승자에 대한 구속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어백의 전개를 요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전개 상태란 탑 승자에 대한 적절한 구속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좌석 벨트만으
로 충분한 것을 의미한다.

팽창가능한 탑승자 구속 시스템 또는 에어백 조립체(100)은 하우징 또는 작동 캔(103)내에 작동식으로 장
착되어 있는 에어백(102)를 구비하며, 상기 작동 캔은 계기판 또는 계기 패널(82)내에 장착되어 있다. 제
어기(24)는 도화폭관(104)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도화폭관은 팽창기(110)에 작동식으로 연결되
어 있다. 팽창기(110)이 에어백(102)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제어기가 도화폭관(104)를 점화하면, 팽창 
유체, 바람직하게는 불활성 가스가 팽창기(110)으로부터 방출된다. 이에 의해 에어백(102)는 제1도에 도
시된 작동 위치(102')까지 팽창하게 된다.

상기  팽창기(110)에는  온도  센서(88)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어기(24)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상기 온도 센서(88)은 팽창기(110)의 온도를 나타내는 전기 신호를 제어기(24)에 공급한다.

밸브와 같은 전기 제어식 배출 장치(120)이 작동 캔(103)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어기(24)는 상
기 배출 장치를 제어하여 상기 배출 장치를 통해 유출하는 가스의 양을 조절하므로써 에어백(102)내부의 
가스 압력을 제어한다. 제어기(24)는 센서들(22)에 응답하여 배출 장치(120)를 제어한다.

팽창 유체원(110)은 본원에서 100% 예상 가스로 언급된 소정량의 가스를 공급한다. 제어기(24)는 배출 장
치(120)을 제어하여 에어백으로부터 일부의 가스를 배출시킨다. 배출 장치(120)에 의하여 에어백(102)로
부터 배출되는 팽창 유체의 양은 배출 장치(120)이 제어기(24)로부터의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개방되는 
크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업자라면 에어백(102) 내부의 가스량 제어를, 복수개의 팽창 유체원을 설치하
고 작동되는 상기 유체원의 갯수를 제어하는 것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상기 제어기(24)는 좌석 벨트 로드 키미터(load limiter)와 같은 좌석벨트 컨트롤부(124)에 전기적
으로 접속되어 있다. 제어기(24)는 센서들(22)로부터의 출력에 응답하여 좌석 벨트 컨트롤부(124)를 제어
한다.

이하, 제2도 및 제 3도를 참조하면, 마이크로컴퓨터가 바람직한 제어기(24)는 검사표(142)를 저장하기 위
한 메모리 장소(140)을 구비한다. 상기 검사표는 복수개의 탑승자 위치 범위(144)와 복수채의 탑승자 중
량 범위(146)으로 분할되어 있다. 설명을 목적으로 탑승자 위치 범위(144)를 참조하면, 최후방 직립 위치
에 있을 때의 차량 시이트(32)와 에어백 조립체(100)의 전개 도어 또는 커버(150)간의 거리, 즉, 최대 예
상 거리는 4개의 범위로 분할되어 있다. 탑승자가 에어백 조립체(100)의 도어(150)과 부딪치는 제로의 거
리와 최대 거리중 약 10% 사이의 제 1 범위에 있으면, 탑승자는 참조번호(I)로 지시된 제1 위치 범위에 
있는 것이다.

탑승자가 도어(150)으로부터 최대 예상 거리중 약 10% 보다 크고 약 30% 이하인 위치에 있으면, 탑승자는 
위치 범위(Ⅱ)에 있는 것이다. 탑승자가 도어(150)으로 부터 최대 예상 거리중 약 30% 보다 크고 약 60% 
이하인 위치에 있으면, 탑승자는 위치 범위(Ⅲ)에 있는 것이다. 탑승자가 도어(150)으로부터 최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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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중 약 60% 보다 큰 위치에 있으면, 탑승자는 탑승자 위치 범위(Ⅳ)에 있는 것이다.

설명을 목적으로, 탑승자 중량은 제로 중량에서 최대 예상 중량까지 4개의 중량 범위로 분할하였다. 최대 
예상 중량을 초과하는 탑승자 중량은 최대 중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탑승자의 중량이 
최대 예상 중량치의 제로 내지 약 25%인 경우에, 탑승자는 탑승자 중량 범위(I)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탑승자 중량이 최대 예상 중량의 약 25% 보다 크고 약 50% 이하인 경우에, 탑승자 중량은 탑승자 중량 범
위(Ⅱ)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탑승자 중량이 최대 예상 중량의 약 50% 보다 크고 약 75% 이하인 경우에, 
탑승자의 중량은 탑승자 중량 범위 (Ⅲ)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탑승자의 중량이 최대 예상 중량
의 약 75%보다 큰 경우에, 탑승자 중량은 탑승자 중량 범위(Ⅳ)에 속하는 것으로 된다.

4개의 탑승자 중량 범위와 위치 범위는 4×4 행렬을 형성하여 A-P 라벨로 표시된 16개의 탑승자 특성 블
럭을 제공한다. 이러한 16개의 탑승자 특성 블럭은 3개의 컨트롤 영역으로 분류된다. D,H,L,P 및 O블럭은 
하위(저위) 컨트롤 영역(150)으로 표시되고, C,G,J,K,M 및 N 블럭은 중위 컨트롤 영역(154)로 표시되며, 
그리고 A,B,E,F 및 I 블럭은 고위 컨트롤 영역(158)로 표시된다. 상기 컨트롤 영역(150,154,158)은 배출 
장치(120)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기(24)에 의하여 사용된다.

이러한 컨트롤 영역은 충돌 동안 탑승자의 운동 에너지를 소산시켜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에어백
(102)에 요구되는 압력의 양에 근거하고, 그리고 탑승자가계기판(82)에 충돌하기 전에 탑승자의 전방 이
동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에어백(102)에 대해 유효한 거리의 크기에 근거한다. 충돌 동안, 탑승자는 1/2 

mv
2
 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  m은  탑승자의  질량이고  v는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  대하여  이동하는 

속도이다. v는 충돌 크기의 함수이며 충돌 센서의 출력 신호로부터 다이나믹한 측정을 필요로 한다. 탑승
자의 위치와 중량은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배출 장치(120)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모니터될 
수 있다.

충돌 동안 탑승자를 구속하는데 필요한 일량은 탑승자의 운동 에너지와 동일하다. 일은 힘과 거리의 곱으
로 정의된다. 힘은 구속 시스템에 의하여 부과된 힘이며, 거리는 힘이 부가될 수 있는 거리이다. 제3도의 
행렬은 중량과 거리를 모두 고려한 것이며 에어백의 3개의 개별 압력을 설정한다. 충돌 사고의 발생전에 
이루어진 측정과 결정에 기초하여 소망의 에어백 압력을 선택함으로써, 배출 장치는 차량 충돌에 앞서 셋
팅된다. 행렬 방법에 의하여 제어 수치를 설정하기 위한 데이타 조작이 단순화된다.

탑승자의 중량 및 위치가 하위 컨트롤 영역(150)에 속하는 탑승자로 식별되면, 배출 장치는 예상 가스의 
약 50%와 같은 제1 가스량을 배출하기 위하여 제1의 양만큼 개방된다. 탑승자의 중량 및 위치가 중위 컨
트롤 영역(154)에 속하는 탑승자로 식별되면 배출 장치는 예상 가스의 약 25%와 같은 제2 가스량을 배출
하기 위하여 제2의 양만큼 개방된다. 탑승자의 중량 및 위치가 고위 컨트롤 영역(158)에 속하는 탑승자로 
식별되면, 제어기는 어떠한 가스도 배출하지 못하도록 배출 장치를 폐쇄한다.

제4도 내지 제9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제어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제어 과정은 단계
(200)으로 시작되며, 이는 차량의 파워-업(P0wer-up)시에 발생한다. 단계(200)에 있어서, 제어기(24)의 
모든 내부 상태는 소정의 초기값으로 설정된다. 제어기는 탑승자가 좌석 벨트를 버클로 채웠는가를 판정
하는 단계(202)로 진행된다. 이것은 좌석 벨트 버클 센서를 모니터하는 제어기(24)에 의하여 판정된다. 
단계(202)에서의 판정이 긍정이면, 이 과정은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정보를 메모리부에 저장하고, 
제어기(24)가 탑승자 중량 센서 또는 스케일(70), 시이트 배면각 센서(36), 그리고 벨트 페이아웃 센서
(64)를 샘플화 하는 단계(204)로 진행한다. 이렇게 샘플화된 수치는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
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단계(206)에서, 제어기(24)는 탑승자 중량이 속하는 중량 범위를 결정한다.

탑승자의 중량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어기(24)는 제4도의 단계(208)로 지시되어 있고, 제5도에 상세
히 도시되어 있는 과정을 따른다. 단계(210)에서, 제어기는 단계(204)에서 메모리부에 저장되어 있던 시
이트 경사각 수치를 판독한다. 중량센서(70)에 의하여 판독된 시이트상에서의 탑승자의 측정된 중량은 시
이트(32)의 배면부(40)의 경사각과 함수적으로 관련이 있다. 시이트 경사각이 눕혀지는 위치를 향하여 증
가하면, 더욱 많은 탑승자 중량이 시이트(32)의 시이트 배면부(40)에 전달된다. 이러한 중량의 전달은 중
량센서(70)으로부터 감소되는 판독으로 반영된다. 많은 탑승자들의 여러가지 중량 및 높이를 샘플링한 것
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측정된 데이타를 이용하고, 시이트 배면부(40)의 여러 경사각을 고려하여, 모든 
시이트 경사각에 대한 중량 보정치가 제어기(24)에 미리 저장된다.

또한, 탑승자 중량은 벨트 페이아웃을 이용하여 측정될 수도 있다. 탑승자 중량 센서(70)에서와 같이, 벨
트 페이아웃 센서(64)의 수치는 시이트 배면부(40)의 경사각과 함수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다시, 경험적 
테스트에 의하여 시이트(32)의 배면부(40)의 경사각에 기초하여 벨트 페이아웃에 대한 중량 보정치를 구
한다.

단계(214)에서, 제어기(24)는 측정된 시이트 배면부(40)의 경사각에 종속하는 중량 보정치를 판독한다. 
단계(216)에서는, 상기 단계(204)에서 저장된 중량 센서(70)의 수치와 벨트 페이아웃 센서(64)의 수치가 
제어기(24)에 의하여 판독된다. 단계(220)에서, 시이트 스케일 또는 중량 센서(70)의 수치와 벨트 페이아
웃 센서(64)의 수치는 단계(214)에서 판독된 보정치를 이용하여 보정된다.

단계(224)에서, 탑승자의 실제 중량은 두개의 개별 방법으로 계산된다. 첫째, 탑승자의 중량은 중량 센서
(70)의 보정치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둘째, 탑승자의 중량은 보정된 좌석 벨트의 페이아웃 수치에 따라 
계산된다. 당업자는 두개의 중량치를 소정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또는 검사표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양호한 실시예에 따르면, 단계(224)에서 결정된 중량치는 제3도에 도
시된 중량 범위이다. 앞서 이루어진 두개의 결정은 4개의 중량 범위중에서 어떤 것이 탑승자 중량을 포함
하는 것이냐에 관한 결정이다.

단계(226)에서, 계산된 두개의 중량 수치, 즉 중량 범위가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결정이 긍정이면, 상기 과정은 제3도의 검사표에서 추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탑승자의 중량 범위가 출
력 및 제어기(24)의 메모리로 저장되는 단계(228)로 진행한다. 단계(226)에서 그 결정이 부정이면,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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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두배의 측정된 중량 범위의 평균을 구하거나 또는 센서의 상위성(우선성)에 기초하여 중량 범위를 
선택하는 단계(230)으로 진행한다.

중량 센서(70)에 기초한 중량 결정에 따르면 탑승자의 중량이 범위(Ⅳ)에 속하고 벨트 페이아웃 센서(6
4)에 기초한 중량 결정에 따르면 탑승자의 중량이 범위(Ⅱ)에 속하는 경우이면, 단계(230)에서는 평균 중
량 범위(Ⅲ)이 설정되고, 이것은 단계(228)에서 출력된다. 그러나 중량 센서(70)에 기초한 중량 결정에 
따르면 탑승자의 중량이 범위(Ⅳ)에 속하고 벨트 페이아웃 센서(64)에 기초한 중량 결정에 따르면 탑승자
의 중량이 범위(Ⅲ)에 속하는 경우이면, 중량 센서(70)의 결정은 더욱 정확하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상위
성(Priority)을 부여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량 범위(Ⅳ)는 탑승자의 중량을 범위(Ⅳ)에 속하는 것
으로 설정하도록 단계(228)에서 출력될 수 있다. 계산 단계(224)에서 중량 범위가 상이하지만 근접한 중
량 범위라고 측정될 때마다 중량 센서(70)은 더욱 정확하게 되는 것이므로 항상 상위성을 부여받는다.

다시 제4도를 참조하면, 중량 범위가 결정된 후 상기 과정은 제어기(24)가 탑승자 위치 센서(80,84,86)의 
샘플을 뽑고, 샘플 수치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단계(240)으
로 진행한다. 그리고 좌석 벨트 페이아웃 센서(64), 시이트 위치 센서(30), 및 시이트 경사각 센서(36)의 
샘플을 뽑고, 이 샘플 수치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하는 단계(24
2)로 진행한다. 단계(246)에서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결정한다.

탑승자가 속하는 위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어기(24)는 제4도에서 단계(248)로 표시되어 제6도에 
상세히 도시된 여러개의 진행 단계를 거친다.

제6도를  참조하면,  단계(240)에서  저장된  초음파  센서(80,84,86)의  수치는  제어기(24)에  의하여 단계
(252)에서 메모리로부터 판독된다. 에어백 시스템(100)의 전개 도어(105)에 대한 탑승자 위치 범위는 3개
의 센서(80,84,86) 각각으로부터 단계(256)에서 결정된다. 3개의 독립 센서로부터 결정된 위치 범위가 일
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단계(260)에저 결정된다.

단계(260)에서의 결정이 긍정이면, 탑승자의 위치 범위의 수치가 단계(266)에서 출력된다. 단계(260)에서
의 결정이 부정이면, 제어기(24)가 벨트 페이아웃 센서(64)를 판독하는 단계(270)으로 진행한다. 벨트 페
이아웃에 기초한 탑승자 위치가 시이트 경사각과 시이트 위치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검사표에서 저장
에 대한 보정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시이트가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다르게 위치하는 차량 시이
트상의 여러 지점에 앉아 있는 탑승자들로부터 수개의 샘플링을 취한다. 제어기는 검사표에서 보정된 벨
트 페이아웃 수치로부터 탑승자 위치 범위  를 결정한다. 보정된 벨트 페이아웃으로부터 결정된 탑승자 
위치 범위는 단계(266)에서 출력 및 탑승자 위치 범위 수치로써 제어기(24)의 메모리부로 저장된다.

초음파 센서 또는 벨트 페이아웃에 기초한 탑승자 위치 범위는 계산 또는 검사표를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탑승자 중량 범위가 결정되고 탑승자 위치 범위가 결정되고 난 후, 에어백(12) 내부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배출 장치(120)를 제어하는 컨트롤 과정(A로 표시)으로 진행한다. 팽창 유체의 양을 제어하여 에
어백(102) 내부의 유체 압력을 조절할 수 있다. 에어백(102)의 팽창 압력은 차량 충돌 상태 동안 탑승자
에 대한 에어백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제7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탑승자 위치 범위와 탑승자 중량 범위를 판독하는 단계(300)으로 진행한다. 탑
승자 위치 범위(단계 302)와 탑승자 중량 범위(단계 304)를 이용하면, 탑승자 특성 블럭을 행렬(제3도)로
부터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탑승자가 중량 범위(Ⅲ)과 위치 범위(Ⅱ)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탑승자는 제3도에 도시된 행렬의 G 탑승자 특성 블럭에 속하므로, 중위 컨트롤 영역(154)내에 속한다. 시
스템에서의 기타 요인들은 탑승자의 선택 또는 결정된 컨트롤 영역 위치를 제3도의 행렬상에서 한 위치에
서 다른 위치까지 이동(전이)시킬 수 있다.

단계(306)에서, 제어기(24)는 탑승자에 대해 선택 또는 결정된 컨트롤 영역을 변경(수정)할 수 있는 센서
를 판독한다. 이러한 영역 변경 센서로는 온도 센서(88)이 있다. 팽창기(110)이 -10℉(약 -23℃)과 같은 
소정의 온도보다 낮은 것을 온도 센서가 감지하면, 팽창 유체원으로부터의 출력은 통상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추운 환경에서는 에어백에 더 많은 팽창 유체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온도가 -10℉ 또는 그 이하로 감지되면, 제어기(24)는 제3도에서 선택 또는 결정된 탑승자 특성 블럭을 
좌측으로 한 블록 이동(전이)시킨다.

탑승자가 블럭(G)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중위 컨트롤 영역에 귀착되는 상기 실시예에서, 제어기는 탑
승자 특성 블럭을 고위 컨트롤 영역(158)에 속하는 블록(G)로 이동시킨다. 이것에 의하면 팽창동안 에어
백(120)에 더 많은 공기를 공급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높은 팽창기 온도가 감지되면, 제어기(24)는 탑승
자 특성 블럭을 우측으로 한 블록 이동시켜 컨트롤 영역 전이를 발생하게 된다.

기타 고려할 수 있는 영역 변경 인자로는 충돌 속도가 있다. 충돌 속도는 가속도계 충돌 센서(90)으로부
터의 출력 신호를 적분하여 측정된다. 측정된 충돌 속도가 증가하면,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하여 더 많
은 가스를 필요로 한다. 충돌 속도가 낮은 경우에는,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가스를 조금 덜 필요로 한다. 
탑승자가 탑승자 특성 블록(G)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충돌 속도가 저강도 또는 저속의 충돌 범위를 
한정하는 소정의 제1 레벨 이하인 경우에, 제어기는 탑승차 특성 블럭을 블럭(H)로 이동시킨다. 이에 의
해, 에어백(102)를 팽창시키기 위하여 조금 적은 가스를 공급한다. 충돌 속도가 고강도 또는 고속의 충돌 
범위를 한정하는 소정의 제2 레벨보다 큰 경우에, 제어기는 탑승자 특성 블럭을 블럭(F)로 이동시킨다. 
이에 의해 에어백(102)를 팽창시키기 위하여 보다 많은 가스를 공급한다.

또한 좌석 벨트 버클 센서(60)도 영역 변경 인자로 사용될 수 있다. 탑승자 중량과 위치를 벨트 페이아웃 
측정을 이용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탑승자가 속하는 탑승자 특성 블럭에 따라, 에어백(12)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버클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도의 제어 행렬에 있는 
한 블럭이 위로 이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정된 탑승자의 블럭이 탑승자 특성 블럭(J)인 것으로 가정하
면, 탑승자가 좌석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즉 버클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제어기는 탑승자 특성 블
럭을 블럭(F)로 이동시킨다 이에 의해 중 위 영역에서 고위 영역으로 컨트롤 영역을 이동(전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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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308)에서, 제어기(24)는 단계(306)에서 판독된 영역 변경인자의 수치에 의해 컨트롤 영역 전이가 필
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단계(312)에서, 실제 컨트롤 영역이 결정되면, 컨트롤 영역 전이가 필요
한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한다. 컨트롤 영역이 단계(312)에서 결정되면, 제어기는 결정된 컨트롤 영역 수
치를 이용하여 배출 장치(120)을 제어하므로써 차량 충돌 상태의 발생시에 에어백 내부의 압력을 조절한
다. 또한 차량 충돌 상태의 발생시에 제어기(24)는 좌석 벨트 컨트롤부(124)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고려
된다. 당업자에게는 이러한 것이 연속된 제어 과정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제어 수치가 단계(314)에서 설
정되면, 과정은 단계(202)로 복귀하게 된다. 센서 출력에서의 변화에 따라, 제어 수치는 제때에 변화 또
는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좌석 벨트 컨트롤부(124)의 한 특정 형태로는 로드 리미터(load limiter)가 있다. 좌석 벨트에서 허용가
능한 부하의 양은 제3도에 도시된 것과 유사하게 3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 즉, 저위 부하, 중위 부하, 및 
고위 부하로 분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좌석 벨트 컨트롤부(124)는 D형-링 높이 조
절띠 및 좌석 벨트 예비인장기(pretensioner)가 있다.

다시 제4도로 돌아가서, 탑승자가 좌석 벨트를 착용했는가의 여부에 관한 단계(202)에서의 측정이 부정이
면, 단계(340)으로 진행한다. 단계(340)에서, 시이트 탑승자 중량 센서(70)이 샘플링되고 시이트 경사각 
센서(36)도 샘플링된다. 단계(204)에서 처럼, 이러한 샘플링 판독이 제어 과정에 있어서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  내부의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그리고  탑승자의  중량이  결정되는  단계(344)로 
진행한다. 좌석 벨트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탑승자의 중량에 관한 결정은 제8도에서 단계(346)으로 표
시되고 제8도에 상세히 도시된 복수개의 단계 를 필요로 한다.

제8도를 참조하면, 단계(348)에서, 제어기(24)는 초음파 센서(80,84,86)의 수치 및 시이트 배면각 센서
(36)에 의해 감지된 시이트 경사각 수치를 판독한다.

이러한 수치는 제어기(24)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단계(348)로부터의 초음파 수치에 기초하여, 단
계(362)에서 제어기(24)는 탑승자의 중량을 계산한다. 단계(352)에서의 중량 결정은 중량 범위이다. 이러
한 수치는 계산되거나 또는 차량 시이트 상의 여러 탑승자 및 상이한 시이트 기울기의 샘플링에 기초하여 
예비 저장된 검사표로부터 결정될 수 있다.

단계(356)에서, 제어기(24)는 중량 센서(70)으로부터 저장된 수치를 판독한다. 단계(356)에서 판독된 중
량 센서로부터의 수치는 시이트 배면각 즉 경사각 센서(36)에 의하여 감지된 시이트 배면(40)의 기울기를 
판독하므로써 단계(360)에서 보정 또는 조정된다. 상술된 바와 같이, 중량 센서(70)에 의하여 측정된 중
량은 시이트 배면(40)의 기울기와 함수적으로 관련이 있다. 단계(360)에서의 중량 결정은 중량 범위이다.

단계(352)에서 결정된 탑승자의 중량 범위가 단계(360)에서 보정된 중량 범위 결정과 동일한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이 단계(370)에서 이루어진다. 단계(370)에서의 결정이 긍정이면, 탑승자의 중량 범위가 출력되
어 제어기(24)내부의 메모리부에 저장되는 단계(374)로 진행한다. 단계(370)에서의 결정이 부정이면, 탑
승자의 평균적 또는 상위적(우선적) 중량 범위가 결정되는 단계(376)으로 진행한다.

다시 제3도로 돌아가서, 단계(352)에서 결정된 탑승자의 중량 범위가 중량 범위(Ⅱ)이고, 단계(360)에서 
결정된 중량 범위가 중량 범위(Ⅳ)인 경우에, 단계(376)에서 평균 중량 범위(Ⅲ)이 결정되고 단계(374)에
서 출력된다. 단계(352,360)에서 결정된 중량 범위가 인접한 블럭인 경우에, 중량 센서에 기초한 중량 범
위는 상위성(priority)을 부여받고 단계(360)에서 결정된 중량 범위가 단계(374)에서 출력된다.

예를 들면, 탑승자의 중량 범위가 단계(352)에서 중량 범위(Ⅲ)인 것으로 결정되고 단계(360)에서 결정된 
탑승자 중량 범위가 중량 범위(Ⅳ)인 경우에, 중량 센서(70)을 이용하는 중량 결정 즉, 중량 범위(Ⅳ)에
는 상위성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중량 범위(Ⅳ)가 출력되어 단계(374)에서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탑승자
의 중량 범위가 단계(374)에서 설정되면, 단계(390)(제4도)로 진행한다.

단계(390)에서, 3개의 초음파 센서(80,84,86)이 샘플링되고, 그 샘플링된 수치는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그리고 시이트 위치 센서(30)과 시이트 경사각 센서(36)을 샘플링하고 이 샘플의 수치를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단계(394)로 진행한다. 단계(396)에서, 탑승자 위치가 결정된다. 단계(396)에서의 결정
은 제4도의 단계(398)로 표시되고 이는 제9도에 상세히 도시된 바와 같이 여러개의 프로세스 단계를 필요
로 한다.

제9도를 참조하면, 초음파 센서(80,84,86)의 저장된 수치를 판독하는 단계(400)으로 진행한다. 단계(40
2)에서 탑승자 위치 범위는 각각의 초음파 판독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단계(402)에서 결정된 
탑승자 위치 범위가 동일한 가에 대한 결정이 단계(408)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정이 긍정이면, 위치 범위 
수치가 출력되어 단계(410)에서 추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된다. 단계(408)의 결정이 부정이면, 단계
(414)에서 평균적 또는 상위적(우선적) 위치 범위가 결정된다.

결정된 위치 범위들의 사이에 블럭이 있는 경우에 그 평균 범위가 선택된다. 위치 범위의 블록들이 인접
하다면 배면 센서(84)에 기초한 위치 결정에 상위성이 부여된다. 결정된 위치 범위가 출력되면 단계(41
0)에서 추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어기(24)의 내부 메모리부에 저장된다.

탑승자에 대한 중량 범위 및 위치 범위를 단계(340-414)를 이용하여 결정하고 난 후, 단계(300)으로 진행
하고 제어 과정은 제7도에 관하여 상술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완료된다.

본 발명은 양호한 실시예와 관련하여 기술되었다. 본원을 읽고 이해하는 제3자에게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
능하다. 예를 들면, 에어백(102) 내부의 가스 압력 제어 또는 로드 리미터와 같은 좌석 벨트 컨트롤부
(124)의 제어는 결정된 컨트롤 영역에 따라 설명되었다. 본 발명의 결정된 컨트롤 영역에 따라 기타 제어
가능한 안전 장치를 제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로는 견인기(retractor)라 D형-링 
예비인장기, 조정가능한 웨브 클램프, 가변 제어식 무릅 블록커(blocker) 및 조절가능한 시이트가 있다. 
조절가능한 시이트는 탑승자의 서브 머리닝(submarining)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어가능하게 이동하는 것, 
가변 블레더(bladder)를 갖는 것, 그리고 가변 제어식 에너지 흡수부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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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된 바와 같이 에어백의 배출을 제어하는 것 이외에도, 점화 타이밍을 제어하는것, 다중 비율 팽창기
를 제어하는것, 팽창기 또는 관련 확산기의 교축 작용을 제어하는것, 그리고 에어백을 결정된 컨트롤 영
역에 응답하여 조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경이나 수정은 첨부된 특허청구의 범위 및 
그 균등물내에 포함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위치 감지 수단과,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감지 수단과,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탑승자 구속 장치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기 위하여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
승자 구속 장치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조절 수단과, 상기 위치 감지 수단, 상기 중량 감지 수단, 및 상기 
조절 수간에 작동식으로 연결되고, a) 탑승자의 감지된 중량이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b)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결정된 개별 탑승자 위치 범
위와 상기 결정된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리고 
상기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선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게 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수단은 탑승자 특성 블럭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갖는 검사표를 구비하며, 상기 
탑승자 특성 블럭의 각각은 상기 중량 범위들중 하나와 상기 위치 범위들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며, 상
기 탑승자 특성 블럭들은 상기 컨트롤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
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가
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0% 내지 약 10%에 있
을 때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10% 보다 크고 약 30% 이하에 있을 때
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30% 보다 크고 약 60% 이하에 있을 때와, 그
리고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60% 보다 큰 거리에 있을 때를 결정하기 위
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영역 변경인자(zone modifier)에 응답하여 상기 컨트롤 영역들 중에서 선택된 영역을 
변경하기 위한 영역 변경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에어백 조립체를 구비하며, 상기 영역 변경 수단은 에어백 조립체의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컨트롤 영역들 중에서 선택된 영역은 필요할 경우 감지된 
에어백 조립체의 상태에 응답하여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백 조립체는 팽창기를 구비하며, 상기 에어백 조립체의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팽창기의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변경 수단은 탑승자가 좌석 벨트를 착용했는가의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수단을 구
비하며, 좌석 벨트가 착용되지 않은 것으로 감지되면 상기 영역이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팽창 유체원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팽창가능한 에어백을 구비하며, 
상기 에어백은 차량의 충돌 상태 감지시에 작동 구속 위치로 팽창하게 되고, 상기 조절 수단은 차량 충돌 
상태 동안 에어백의 구속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에어백으로부터 소정량의 팽창 유체를 배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 감지 수단은 탑승자 시이트 내부에 상기 제어 수단과 작동식으로 연결되는 
중량 센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시이트 배면 경사각 센서를 또한 포함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시이트 배면 경사각 
센서로부터의 출력의 함수로서 중량 감지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수치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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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 감지 수단은 탑승자의 중량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중량 측정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복수개의 중량 측정 수단의 출력에 기초하여 상기 탑승자의 중량 범위
를 설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감지 수단은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위치 센서를 구비하
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복수개의 위치 센서로부터의 출력에          기초하여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설정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위치 센서는, 상기 제어 수단에 연결되고 차량의 계기판내에 후방을 향
하도록 위치하는 제1 초음파 센서와 상기 제어 수단에 연결되고 차량의 시이트내에 전방을 향하도록 위치
하는 제2 초음파 센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4 

제 13항에 있어서, 탑승자 시이트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 수단을 또한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감지된 시이트 위치에 응답하여 상기 제1 및 제2 초음파 센서에 의해 측정된 거리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 감지 수단은 복수개의 중량 결정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중량 결정 수단 각
각은 탑승자의 중량 범위를 결정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상기 복수개의 중량 결정 수단에서 결정된 중량 
범위들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결정된 중량 범위의 상위성(Priority)을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특
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 감지 수단은 복수개의 위치 센서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각각의 위치 
센서에 대하여 위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과 복수개의 위치 센서로부터 설정된 범위에 불일치가 발
생하면 상위성의 범위(Priority range)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
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좌석 벨트를 구비하며, 상기 조절 수단은 좌석 벨트의 작동을 조절
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18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감지된 중량이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복수개
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탑승자 위치 범
위와 상기 결정된 탑승자 중량 범위에 따라 미리 결정된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개별 컨트롤 영역들 중에서 선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제
어 신호에 응답하여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자 보호 기능을 조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탑승자 구속 시
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 범위들중의 하나와 상기 위치 범위들중의 하나에 의하여 각각 형성되는 탑
승자 특성 블럭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갖는 검사표를 제공하는 단계와, 상기 탑승자 특성 블럭들을 상기 
컨트롤 영역들로 분류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상기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
하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는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0% 내지 약 10%에 있는지
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10% 보다 크고 약 30% 이하
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30% 보다 크고 약 
60% 이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60% 보다 
큰 거리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1 

제 18항에 있어서, 영역 변경인자를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감지된 영역 변경인자에 응답하여 상기 선택
된 컨트롤 영역을 변경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에어백 조립체를 구비하며, 상기 영역 변경인자를 감지하는 단계는 
에어백 조립체의 상태를 감지하는 단계를 구비하고, 상기 선택된 컨트롤 영역은 상기 감지된 에어백 조립
체의 상태에 응답하여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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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에어백 조립체는 팽창기를 구비하며. 상기 에어백 조립체의 상태를 감지하는 단계
는  상기  팽창기의  온도를  감지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4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팽창 유체원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팽창가능한 에어백을 구비하며, 
상기 에어백은 차량의 충돌 상태 검출시에 작동 구속 위치로 팽창하게 되고, 상기 조절 단계는 차량 충돌 
상태 동안 에어백의 구속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에어백으로부터 소정량의 유체를 배출하는 단계를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5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는 단계는 탑승자 시이트 내부에 중량 센서를 장착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시이트 배면 경사각 센서를 탑승자 시이트에 장착하는 단계와, 상기 시이트 배면 경사
각 센서로부터의 출력 함수로서 상기 중량 감지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수치를보정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7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복수개의 중량 센서를 또한 구비하며,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수개의 중량 센서에 기초하여 중량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8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하여 복수개의 위치 센서를 구비하며, 탑
승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상기 단계는 상기 복수개의 위치 센서로부터의 출력에 기초하여 위치 범위를 설
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는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의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시이트 배면으로부터의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탑승자 시이트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감지된 시이트 위치에 기초하여 결정된 
탑승자  위치  범위를  조정하는  단계를  또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1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는 단계는 차량에 복수개의 탑승자 중량 센서를 장착하는 
단계와, 각각의 중량 센서에 기초하여 탑승자의 중량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중량 센서들로부터 
설정된 중량 범위들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상위성(Priority)의 중량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2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는 차량에 복수개의 탑승자 위치 센서를 장착하는 
단계와, 상기 각각의 위치 센서에 기초하여 탑승자의 위치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와, 상기 위치 센서들로
부터 설정된 위치 범위들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상위성의 범위(priority range)를 설정하는 단계를 구비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3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구속 시스템은 좌석 벨트를 구비하며, 상기 조절 단계는 좌석 벨트의 작동을 조
절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4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위치 감지 수단과,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감지 수단과, 제
어 신호에 응답하여 탑승자 구속 장치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기 위하여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
자 구속 장치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조절 수단과, 상기 위치 감지 수단, 상기 중량 감지 수단, 및 상기 조
절 수단에 작동식으로 연결되고, a) 탑승자의 감지된 중량이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 중에서 어
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과, b)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
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는 제어 수단으로서, 탑승자의 감지된 위
치가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탑승자
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0% 내지 약 10%에 있을 때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
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10% 보다 크고 약 30% 이하에 있을 때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30% 보다 크고 약 60% 이하에 있을 때와, 그리고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60% 보다 큰 거리에 있을 때를 결정하기 위한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제어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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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탑승자 특성 블럭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갖는 검사표를 구비하며, 상기 탑승자 특성 블럭의 각각은 
상기 중량 범위들중 하나와 상기 위치 범위들중 하나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기 탑승자 특성 블럭들은 상기 
컨트롤 영역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류되며, 상기 결정된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와 상기 결정된 개별 탑
승자 중량 범위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리고 상기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선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게 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35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한 위치 감지 수단과,  탑승자 시이트 내에 있는 중량 센서를 구비하며 탑승
자의 중량을 감지하기 위한 중량 감지 수단과, 시이트 배면부의 경사각을 감지하기 위한 시이트 배면부 
경사각 센서와,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탑승자 구속 장치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기 위하여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자 구속 장치에 작동식으로 연결된 조절 수단과, 상기 위치 감지 수단, 상기 중량 감
지 수단, 상기 시이트 배면부 경사각 센서 및 상기 조절 수단에 작동식으로 연결되어 상기 감지된 탑승자 
위치와 상기 감지된 탑승자 중량에 따라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리고 상기 복수
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선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게 되는 제어 수단으로서, 상
기 시이트 배면 경사각 센서로부터의 출력의 함수로서 중량 감지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수치를 보정하기 
위한 수단을 또한 구비하는 제어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장치.

청구항 36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중량을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감지된 중량이 복수개의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감지된 위치가 복수개
의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 중에서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
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0% 내지 약 10%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
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10% 보다 크고 약 30% 이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와, 탑승자가 차량의 계
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30% 보다 크고 약 60% 이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 및 탑승자가 
차량의 계기판으로부터 최대 가능한 거리의 약 60% 보다 큰 거리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단계와, 상기 중량 범위들중의 하나와 상기 위치 범위들중의 하나에 의하여 각각 형성되는 탑승자 특성 
블럭들로 이루어진 행렬을 갖는 검사표를 제공하고, 상기 탑승자 특성 블럭들을 상기 컨트롤 영역들로 분
류하는 단계를 또한 포함하는 단계와,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자 구속 기
능을 조절하는 단계와, 상기 결정된 개별 탑승자 위치 범위와 상기 결정된 개별 탑승자 중량 범위에 따라 
미리 결정된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개별 컨트롤 영역들 중에서 선
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
템의 제어 방법.

청구항 37 

탑승자의 위치를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 시트내에 중량 센서를 장착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탑승자의 중
량을 감지하는 단계와, 탑승자 시트에 시이트 경사각 센서를 장착하는 단계와, 제어 신호에 응답하여 상
기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탑승자 구속 기능을 조절하는 단계와, 탑승자의 상기 감지된 위치와 상기 감지
된 중량에 따라 미리 결정된 복수개의 개별 컨트롤 영역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와, 상기 시이트 배면 경
사각 센서로부터의 출력 함수로서 중량 감지 수단으로부터의 출력 수치를 보정하는 단계를 구비하며, 상
기 개별 컨트롤 영역들 중에서 선택된 영역에 기초하여 상기 제어 신호를 공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탑승자 구속 시스템의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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