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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동차 승객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 되어감에 따라 전방 충격으로부터 승객의 상해를 감소

시키기 위한 각종 승객 안전장치 중 하나로, 에어백 시스템은 정면충돌 시 승객 사망률을 약 30%정도

저감시킬수 있다. 에어백은 충돌 시 일정한 힘 이상을 받게 되면 작동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본 논

문은 CATIA를 이용하여 3차원 설계를 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출성형품의 구조해석

및 사출 해석을 하여 최적화 하였다.

1. 서론
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역시 증가하여서 관련 업체에서는 차량 내

인명을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

어백 시스템은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차

량에 장착되어지고 있다.

에어백 시스템은 정면충돌 시 승객 사망률을 약

30%정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7년

부터 에어백 장착을 의무화 하였으며, 유럽의 경우

에어백 미장착 차량의 판매자체를 불허하였다. 또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

심을 감안해 경차 이상에 대해 에어백을 장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에어백에 관한 기술은 선진 회사들의 높은

기술 장벽과 다양한 특허 전략에 의해서 후발 주자

들의 자체 개발이 힘든 실정이며, 탑승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비용

또한 막대하다.

에어백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에어백 내부나 도어부에 작용하는 압력

이 급격히 증가하여 에어백 전개 시 CHUTE부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

에게 손상을 주거나, 다른 방향으로 에어백이 전개

될 가능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여 최적의 성능을 내

는 사출 성형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종 차종의

개발 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CAE 해석

을 이용한 module 금형 설계 및 PAB의 신뢰성 확

보가 요구되어지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출 공정을 해석할 경우 제품

의 개발에 있어서 설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

며, 또한 원가 절감, 개발기간의 단축 및 성형품의

품질 향상 도모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CATIA를 이용하여 3차원 설계를 하였

으며,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출성형품의 구조

해석 및 사출 해석을 하여, 최적화 하였다.

2. 본 론

2.1 사출공정 해석
CHUTE 부품 금형 해석을 위하여 CATIA를 이용

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여 플라스틱 변형 해석과

유동 해석을 금형해석 전용 소프트인 SIMPOE-MOLD

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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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충전/보압 공정조건 
공정 조건 명칭 입력 조건 값

1차 수지 사출 온도 230℃
금형 벽면온도 40℃

최대 사출(장비) 압력 165 MPa

최대 사출(장비) 유량 150 cc/sec

보압 유지시간 20 sec

승/보압 과정 전체 시간 30 sec

제품의 소재는 TPO를 사용 하였으며, 사출 시간은

8초, 보압시간은 20초, 냉각시간은 30초로 하여 해석

을 진행 하였다.

[그림 1] CHUTE기본 모델링 

(a)충전시간 (b)충전 완료시 벌크 온도

(c)용융 수지 중심온도 (d)충전 완료시 압력

.

(e)충전 완료시 중심온도 (f)충전완료시 전단 응력

(g)충전 완료시 전딘율 (h)충전완료시 공기 갖힘

[그림 2] 충전해석 결과

그림2에서 충전해석 결과 수지 도달 시간은 8초,

충전 완료시 벌크온도는 202.8도, 용융수지 도달 온

도는 209도, 요구되는 사출압력은 29.4MPa, 충전완

료시 전단응력은 0.723MPa임을 확인 하였다. 그림

2-h는 충전완료시의 공기 갖힘을 표시한 것이다.

(a)보압 완료시 중심온도 (b)보압 완료시 평균 온도

(c)보압 완료시 벌크온도 (d)보압 완료시 전단응력

(e)보압 완료시 전단률 (f)보압 완료시 체적수축

(e)보압 완료시 잔류응력

[그림3] 보압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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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압 완료시 중심온도는 206.0도 이며, 보압 완료시

잔류 응력은 0.005MPa값을 나타내었다. 고화층 비율

은 0.974, 잔류 응력은 14.266MPa 이며, 또한 전단률

은 0.1281/sec이며, 체적 수축률은 17.2%로 이다.

(a)파트 냉각 시간 (b)냉각 완료 후 파트온도

(c)냉각 완료 후 금형 온도 (d)금형 열 유속

[그림4] 냉각 해석 결과

냉각 시간을 20sec로 선정하였으며, 냉각 완료후

파트 온도는 168.3도를 나타냈으며, 금형온도는

135.3도를 보였다.

(a) X축 변위 (d) Y 축 변위

(a) Z축 변위 (d) 전체 변위

[그림5] 변형 해석 결과

변형 해석결과 X축의 변형은 2.193mm가 변형되었

으며, Y축은 2.576mm, Z축은 3.390mm가 변형 되었

다. 전체 변위로 보았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4.4mm로 나타났다.

2.2 구조해석
CHUTE 모델에 대하여 ANSYS를 이용 하여 제

품의 에어백이 작동 하였을 경우 파단 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 해석을 진행 하

였다. Nodes 631127개 이며, Elements는 393296개

변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CHUTE기본 모델링 (b) CHUTE 모델링 MESH

(c) 변형해석 (d) 등가 응력

(d-A)등가 응력 확대 (d-B) 등가 응력 확대

(d-C) 등가 응력 확대

(e) 변형량 (c-A) 변형량

[그림5] 구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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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일정한 압력으로 작동되었을 경우 Chute

부품에 힌지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부위를 파단하여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으며, 응력 그림에서 보

듯이 힌지 부위는 응력이 적게 걸리며, 파단 되어야

하는 부위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것을 확인 할수 있

다.

3. 결론

본 논문은 자동차 부품 중 자동차 에어백 CHUTE 부

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품의 형상, 사출 해석인 충전,

보압, 냉각, 변형등 사출 해석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사전

분석 하여 변형을 방지 할 수 있는 설계 조건을 확립 하

였으며, 또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확립

하였다.

1. CHUTE 부품에 대하여 사출 해석을 통해 사전 분

석을 하여 금형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수 있게

하였다.

2. 제조 될 부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제품의 안정

성을 확인 하였으며, 새로운 소재의 고속 충격 등을 통

한 신뢰성을 평가 하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지정 공주대학교 자동차의장

및 편의부품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

다.”

참고문헌

[1] Donald E. Struble, " Airbag Technology :

What it is and How it Came to be", SAE

Paper 980648

[2] 하종수, 김태윤, 이동호, 박순조, 이강욱, “ 에어

백 전개 특성 연구를 위한 공압 에어백 전개 장

치의 개발”, 자동차공학회 충계학술대회 논문집

pp.771-776, 2003

[3] 정현용, “전방 에어백과 관련 법규”, 한국자동차

공학회, 제22권 제2호, 12-19, 2004

[4] 최윤식, 한동엽, 정영득, "사출성형에서 제품 형상

에 따른 PP수지의 수축거동",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3권, 제3호, pp. 46-51, 9월, 2004.

[5] Glen C.Rains, Aloke Prasad, Lori Summers,

Mark Rerrell, "ASSESSMENT　OF ADVENCE

AIR BAG TECHNOLOGY AND LESS

AGGRESSIVE AIR BAG DESIGN THROUGH

PERFORMANCE TESTING", US NHTSA, pp

1003-1018,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