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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충돌에서의 차체 손상과 충돌 성능 강화를 위하여 최근 크래쉬 영역의 개념이 설계개념에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범퍼와 차체사이의 크래쉬 박스로 저속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범퍼이후

차체에 에너지를 저감시켜 차량의 안전성 및 수리비 저감 등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이에 대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충돌에너지 흡수성능이

우수한 크래쉬박스에 알루미늄 폼을 적용하였을 때 충돌에너지 흡수 및 거동에 대하여 충돌해석을 수

행하였다.

1. 서  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함 증가에 따라 연비절감 및 주행안전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연비절감효과는

차량 경량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얻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위

한 다양한 신소재의 적용이 노력되고 있다. 이러한 차체의

경량화는 충돌 안전성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충돌시 발생하는 차체의 변형에 의한 재료의 동적 특성을 고

려하여 차체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차체는 기존 철강재에 대비 동일한 차체 강성을 만족시킨다

고 가정할 때 약 30%의 경량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1-3].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자동차 충돌안전성 확보를 하기위

해 자동차 안전기준의 제정하고 충돌시험을 통해 충돌시 안

전성이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여 승객의 안전성 확보여 기여

하고 있다. 충돌시 차체손상과 충돌 성능 강화를 위해 크래

쉬 영역에 대한 개념이 설계상 도입되어 범퍼와 차체에서 충

돌에너지를 흡수 할수 있도록 크래쉬 박스가 적용되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의 저속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흡

수하는 역할을 하는 크래쉬 박스에 알루미늄폼을 적용하였

을 때 충격에너지 흡수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크래쉬박스를 설계 하였으며 설계한 모델에 8000J의 충격에

너지를 주었을때 각 모델의 거동을 해석하였다[4,5].

2. 모델 및 조건

2.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크래쉬 박스를 2가지형

상으로 설계된 Case와 이 설계한 형상에 그림 [2]와같이

알루미늄 폼을 각각 30mm와 50mm 삽입한 Case, 총 6

가지 Case로 채용하였다.

<Case 1> <Case 2>

[그림 1] 크래쉬 박스 형상 및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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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 Modulus 71.7×103MPa

Poisson's Ratio 0.33

Mass Density 2.81×10-6kg/mm³

Tensile Yield   Strength 503.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572. MPa

Young's Modulus 205×103MPa

Poisson's Ratio 0.29

Mass Density 7.83×10-6kg/mm³

Tensile Yield   Strength 470.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745. MPa

Young's Modulus 460 MPa

Poisson's Ratio 0.11

Mass Density 3×10-7kg/mm³

Tensile Yield   Strength 1.65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2.3 MPa

<Case 3> <Case 4>

<Case 5> <Case 6>

[그림 2] 크래쉬 박스 형상 및 알루미늄 폼 치수

크래쉬 박스의 재질은 AL 7075-T6 이고 충격박스

의 재질은 STEEL 4340 이며 각각의 물성치는

ANSYS에서 제공되며 알루미늄 폼은 실험을 통해

물성치를 산출하였다.

물성치는 [표 1, 2, 3]에 나타내었다.

 [표 1] AL 7075-T6 물성치

 [표 2] STEEL 4340 물성치

[표 3] AL 물성치

그림 [3]과 같이 크래쉬 박스 하단이 고정된 상태

에서, 크래쉬 박스 위의 충격박스가 8000J의 충격량

을 전달한다. 여기서 충격량 8000J은 범퍼가 충돌에

의해 16000J의 충격량을 받으면 범퍼후방에 장착된

2개의 크래쉬박스 중 한 개가 받는 충격량으로 이를

얻기 위하여 밀도 7.83g/cm
3
의 STEEL 4340 재질

충돌박스가 22573mm/s의 속도로 충돌하도록 하였

다.

식(1)은 STEEL 4340 재질의 200×200×100 사이즈

충돌 박스가 갖는 질량산출식이며

20cm×20cm×10cm×7.83g/cm
3
=31.32kg ---- (1)

얻어진 질량 31.32kg을 31.4kg으로 올림 한 후

8000J의 충격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박스의 속도

B를 식(2)와 같이 구하였다.

속도B=

8000 2
31.4

´
=22573mm/s ----- (2)

[그림 3] 경계 및 구속조건

3. 해석 결과

크래쉬 박스에 8000J의 충격을 주었을 때 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림 4는 크래쉬 박스의 변형에 대한그래프이다. Case

1과 2가 같은 양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나타냈고,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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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6은 3ms까지 상승하다가 그 후로 수렴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크래쉬 박스의 응력그래프로 응력

의 양상은 모든 Case가 800MPa 전후로 나타내고 있다. 그

림 6은 크래쉬 박스 내부의 최저에너지 그래프로 양상은

Case 1과 2가 20KJ/Kg 중반으로 나타났으며, Case 3에서

6은 10KJ/Kg 전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크래쉬 박스의 변형에 대한 그래프

[그림 5] 크래쉬 박스의 응력에 대한 그래프

[그림 6] 크래쉬 박스의 최저내부에너지에 대한 그래프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크래쉬 박스에 알루미늄 폼을 적용하였을

때 충격량 전달 및 충격흡수능력을 동일한 시간동안 해석을

수행하였을 때 얻은 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각 Case별 해석 결과를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Deformation

(mm)

Stress

(MPa)

Energy

(KJ/Kg)

Case1 112.9 822 23.98

Case2 112.6 827.5 27.55

Case3 59.4 819.5 11.37

Case4 58.4 790.3 17.25

Case5 58.36 830.9 14

Case6 59.73 967.5 9.672

2) Case 1,2의 변형의 대한 결과는 앞의 그래프와 같이 수

직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8000J의 에너지가 크

래쉬 박스에서만 흡수되어 나타낸 것이다. 반면 Case3에서

6은 에너지가 크래쉬 박스 및 알루미늄 폼에 흡수되어 변형

이 줄여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력의 결과는 800MPa

근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3) 최저 내부에너지는 Case 1과 2가 20 KJ/Kg 중반으로

나타났으며, Case 3에서 6은 10KJ/Kg 전후로 나타내고 있

다. 이 최저내부에너지는 차체에 전달되는 에너지로 Case 6

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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