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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도어의 충격봉의 형상에 따른 변형률과 최대응력을 ANSYS Workbench환경
을 이용해 원 형, 반원형, 모자형 개단면, 정사각형 등의 단면 형상에 따른 변형량 특성을 측정해 본

결과 변형률은 모자형 개단면 모델이 가장 적은 변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무게가 30%정도
적게 나가는 반원형도 두 번째로 적은 변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응력의 경우는 반원형이

가장 적은 최대응력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고, 변형률과는 다르게 중심부 보다는 충격봉과 프레임의

연결부위에서 최대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충격봉의 중심부는 변형률 및 응

력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게 작용하므로, 중앙부위의 단면계수가 높아야 한다.

Material Steel

Young Modulus 2×1011N/m2

Poisson Ratio 0.266

Density 7860kg/m3

Thermal Expansion 1.17×105/˚K

Yield Strength 2.5×108N/m2

1. 서론

자동차 충돌사고 시에는 승객에게 위험한 것이 현

실이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본적

으로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충분한 강성을 가지고

충격량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측면 충돌 시 외부

로부터 밀려오는 변형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량의 측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1-4]. 본 연구

에서는 CAE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한 차량의

옆문의 강도해석을 통해 충격봉의 형상 및 두께에

따른 충격흡수률[5]과 강도 및 강성의 특성을 파악

하며, 어떠한 형상이 제일 적절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본론 및 해석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폭을 20mm로 기준 하였으

며, 원형, 반원형, 모자형 개단면, 정사각형 등의 총

4가지 모델을 대상으로 충돌 해석을 수행하여 단면

형상별로 상대적인 충격량 및 변형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단면은 반원형을 제외한 동일한 중

량을 갖고 있으며, 반원형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30%정도 가벼우며, 반원형의 중량을 제외한 나머지

는 같은 하중 및 경계조건이 되도록 수행하였다. 단

면별 형상은 표 1과 같다.

[표 1] 각각의 단면 형상
단 면 형상 두께 길이

원 형 2mm 932.4mm

반 원형 2.75mm 932.4mm

모자형 개단면 2mm 932.4mm

정사각형 2mm 932.4mm

충격봉의 재료는 동일하게 구조용 강으로 하였으며,

재료의 물성치 및 절점과 요소의 개수는 표-2와 표

-3과 같다. 또한 그 충돌 속도는 약 48km/h로서 무

게는 320kg로 하였으며, 작용 시간은 1sec로 하여

충격량 4000N으로 하였다.

[표 2] 구조용강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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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절점  요소

원형 15168 7318

반 원형 14783 7254

모자형 개단면 15240 7314

정사각형 15168 7318

[표 3] 각 재료의 절점 및 요소의 개수

2.2 해석 결과
2.2.1 원형의 경우
그림 1 밑 2는 각각 원형 충격봉의 충격 하중에

대하여 모델의 변형량 및 등가응력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 1] 원형 충격봉의 변형량

[그림 2] 원형 충격봉의 등가응력

2.2.2 반원형의 경우
그림 3및 4는 각각 반원형 충격봉의 충격 하중에 대

하여 모델의 변형량 및 등가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반원형 충격봉의 변형량

[그림 4] 반원형 충격봉의 등가응력

2.2.3 모자형 개단면의 경우
그림 5 및 6은 각각 모자형 개단면 충격봉의 충격

하중에 대하여 모델의 변형량 및 등가 응력을 나타

낸 것이다.

[그림 5] 모자형 충격봉의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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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자형 개단면 충격봉의 등가응력

2.2.4 정사각형의 경우
그림 7 및 8은 각각 정사각형 충격봉의 충격 하중

에 대하여 모델의 변형량 및 등가응력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7] 정사각형 충격봉의 변형량

[그림 8] 정사각형 충격봉의 등가응력

3.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4가지 충격봉 모델들을

ANSYS를 이용해 시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변형량은 모자형 개단면 모델이 가장 적은 변형

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무게가 30%정도

적게나가는 반원형도 두 번째로 적은 변형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등가응력은 반원형이 가장 적은 최대응력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고, 변형률과는 다르게 중심

부 보다는 충격봉과 프레임의 연결부위에서 최대

의 등가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충격봉의 중심부는 변형률 및 응력이 다른 부분

에 비해서 크게 작용하므로, 중앙부위의 단면계

수가 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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