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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동차에서 큰 기능이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저마다 

부르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름이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닐 수 있다.‘삼성화재 다이렉

트’가 큰 기능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좋은 자동차 

용어 몇 가지를 소개했다.

▣ 열리지도 않는데 왜 있어? 벤트&쿼터 글라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자동차의 유리, 즉 창문을 의

미합니다.

벤트 글라스는 A 필러와 C 필러 쪽에 위치한 조그마

한 창문으로 앞은 프론트 벤트 글라스, 뒤는 리어 벤트 

글라스라고 부른다. 프론트 벤트 글라스와 달리 리어 

벤트 글라스는 차의 뒷문에 들어가 있으며, 뒤 창문과 

연결되어 있다. 쿼터 글라스는 D 필러(보통 SUV 차량에

서 볼 수 있음)에 고정되어 있는데 벤트 글라스와 달리 

뒷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열리지 않는 벤트 글라스와 쿼터 글라스가 

왜 필요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자동차의 뒷문은 휠 하우스에 걸치는 구조로 앞문에 

비해 뒷문의 창문 유리는 완전히 열리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벤트 글라스와 쿼터 글라스가 있으면 완전히 열

리지 않아도 시야가 트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벤트 글라스와 쿼터 글라스는 A 필러와 C 필러가 가리

는 운전자의 시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각

지대 감소에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벤트 글라스의 경우 과

거 실내 환기 목적으로 벤트 글라스가 사용되었으나 시

간이 지나면서 차량 옵션의 발달로 개폐식에서 고정식

으로 변형되었다.

▣ 안전을 책임지는 기둥, A, B, C, D 필러

자동차 측면에 위치한 필러(Pillar)는 생소한 이름 때문

에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필

러는 자동차에서‘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

체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바디와 자동차 천장인 루프

를 연결한다. 필러는 앞에서부터 A 필러, B 필러, C 필러 

등으로 불리며 차체가 길어질수록 필러의 수도 함께 늘

어난다. 그렇다면 필러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이며 어떤 

역할을 할까?

■ A 필러

A 필러는 전면 유리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을 의미

한다. 교통사고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방 추돌에 의

한 충격을 견뎌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생명

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 B 필러

B 필러는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기둥이다. 

전방 충격에 있어 A 필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B 필러는 측면 추돌 시 충격을 견뎌내는 역할을 한다.

■ C 필러

C 필러는 차 후미에서 트렁크와 천장을 이어주는 기둥

으로, 고급 승용차의 경우 C 필러 부분을 보다 굵게 제

작하여 뒷좌석 탑승자의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경우도 있다.

■ D 필러

D 필러는 C 필러와 기능은 동일한데, 대형 SUV 차량

이나 미니 밴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창문의 후방, 즉 차량

의 맨 뒤 기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탑승을 도와주는 발판, 사이드스텝

이것은 자동차 탑승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발판이다. 

그런 만큼 주로 RV 차량이나 SUV와 같은 차체가 높은 

차량에 장착한다.

보통 차체가 높은 차량에서는 사이드스텝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시 선택할 수 있으나, 최

근에는 옵션으로 제공되지 않는 SUV도 있어 필요에 따

라 개인이 제품을 구매하여 장착하기도 한다. 사이드스

텝은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자

가 수리 및 교체 진행도 수월한 편이다.

<그래픽=삼성화재 다이렉트>

운전자도 잘 모르는 자동차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