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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the structural safety with optimum design of automotive bumper in order to minimize the 
maximum stress and displacement and reduce the minimum quantity of bumper material. As the forces of X and Y 
direction increase, equivalent stress and displacement increase. The displacement of X direction force increases more 
than 20% in comparison with Y direction force. But the equivalent stress of Y direction force increases more than 
60% in comparison with X direction force. The mass of inner bumper becomes minimum and the mass of outer 
bumper becomes maximum when the force of 4000N is applied on the direction inclined at 45° toward outer 
bumper. In 50% range of increase and decrease at X and Y direction force, the optimum forces of X and Y 
component becomes 2368.8N and 1538.8N respectively. And the masses of inner and outer polypropylene bumper 
become 3.3227×10-2kg and 3.5538×10-2k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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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산업현장에서 최적화기술의 활용도를 보면

고가의 CAD/CAE 도구를 도입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분야에서의 적정설계 또는 설계변

수 변화에 의한 시뮬레이션기반 설계방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분야통합형 설계문제의 경우, 부서간

의 설계결과에 대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타협 과정을 통하여 적정한

설계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요구 사

항들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소화시키거나 최대화시

키는 최적화된 설계를 수행하거나 그 설계 영역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하고 초기안으로서 최적화된 설계

안을 찾는데 주어진 요구 사항들의 조건을 만족하면

서 최소화시키거나 최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1,2].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범퍼로서 초창기에는 차

체에서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어진 강철범퍼가 주류

였다. 충격흡수보다는 차체의 찌그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차량 성능이 증대되어 고

속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자동차의 충돌안전성은 승객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구 성능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자동차 범퍼는 1차에너지 흡수 장치

로 차체, 차체 부속 및 승객을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통상적으로 실험에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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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automotive bumper
  

종류가 있고 제품 물성의 실제 실험 및 가상실험 등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일일이 실제 실험

을 실시한 후에 얻어지는 반응 결과값으로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인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를 명백히 알아내기는 어렵고 그 비용이 많이 든다. 
왜냐하면 실제 실험 장치나 환경 조건의 변동 등의

오차에 의하여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상적인 통계적 실험 방법으로서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취하면 구조 안전성 및 최적 설계

를 이룰 수 있는 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

적의 구조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설계 분석 데이터

결과를 이용하면, 범퍼 개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의 제품 특성 실험시 최소의 실험 회수로서

우수한 제품 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모델 자체를 물성치나 하중으로서 매개변수를

만들고 자동차 범퍼 설계의 경제성 및 안전 설계가

최적화되는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3-6]. 범퍼의

입력 대비 출력에 대한 응답특성을 통하여, 범퍼의

설계나 구조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범

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독창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충돌

시 자동차 범퍼 충격부위에 따른 변형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로서 이러한 컴퓨터 해석을 통

하여 최대 변형율을 알아보고 변형 및 충격을 최소

화하고 범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범퍼의 최적화된

설계를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모델의 해석 조건 및 결과

 
일반적인 범퍼시스템은 Fig. 1과 같이 크게 차체

바깥쪽의 범퍼 커버(cover), 안쪽의 충격흡수재

(energy absorber 및 스테이(stay)를 포함한 백빔(back 
beam)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체 충돌시 일차적으로 충돌 에너

지를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폴리프로필렌 수

지를 15배로 발포 시킨 것을 주로 사용하는 범퍼를

사용한다. ANSYS 프로그램[7]을 사용하여, Fig. 2와
같이 Fig. 1의 범퍼시스템을 유사하게 모델링하였다. 
모델의 절점 수와 요소 수는 각각 20252, 9511개로

서 해석 조건으로서는 백빔에서 A를 고정하고, 범퍼

B면에 45° 경사진 방향으로 4000N의 하중을 가하였

다. 충돌시 하중과 충격 속도에 의한 충격량을 근거

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중조건을 택하여 충돌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차량의 총 중량을 260kg으로

하고 사람의 무게를 60kg으로 하여 평균 속도

45km/h 및 작용 시간은 1sec로 하여 충격량을 계산

하면 식 (1)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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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또한 범퍼는 차체 바깥쪽 및 안쪽 두 가지로 되

어 있고 범퍼의 재료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

다. 또한 범퍼는 차체 내부에서 지지하는 백빔 구

조로 되어 있고 그 물성치들은 Table 1과 같다.
 

   

Fig. 2 Meshes and constraint condition of b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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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deformations according to forces of X 
and Y component

Table 1 Material property

Property Stainless steel Polypropylene

 Young's modulus 1.93×105MPa 1100MPa

 Poisson's ratio 0.31 0.42

 Density 7.75×10-6kg/mm³ 9.5×10-7kg/mm³

 Tensile yield
 strength 207MPa 25MPa

 Compressive yield
 strength 207MPa 0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586MPa 33MPa

 
그리고 자동차 범퍼 설계의 모델 자체를 매개 변

수로 하는 목적 함수, 상태 변수, 설계 변수로 만들고

초기 설계안을 하고 목적하는 기능을 설계 변수들을

최소화시키는 상태변수를 만족하면서 목적함수를 찾

아 가는 것이다. 해석시, X 및 Y 방향의 하중 및 차

체 내부 및 외부 범퍼의 폴리프로필렌의 밀도들을 각

각 50% 증감을 하는 범위 내에서 본 모델의 최적화

된 하중들 및 그 밀도들을 찾게 된다. Fig. 3, 4 및 5
는 각각 50% 증감의 범위를 갖는 X 및 Y 방향의 하

중을 받는 경우에 대한 최대 전변형량, 최대 등가 응

력 및 최대등가 변형율에 대한 그림들이다. X 및 Y 
방향의 하중들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ANSYS 
workbench - simulation, CAD 등)에 대하여 계산된 설

계점(design point)을 순차곱셈법(factorial)을 이용하여

반응표면(response surface)[4]
을 만들게 된다. 실험계획

법(design of experiments 또는 DOE)은 최적해를 선정

하기 위하여 입력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

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실험계획법 연구로

서는 X, Y 축상의 초기값들로서 X 및 Y 방향의 하중

들을 설계 변수들로 정한다[6]. 그리고 반응표면을 해

석한 후, Fig. 3, 4 및 5와 같이 반응 결과를 볼 수 있

는데, X 및 Y 방향의 하중들에 대한 최대의 전변형

량, 등가 응력 및 탄성 변형율에 대하여 3차원의 관

계로 나타내었다.
 

 Fig. 4 Equivalent stresses according to forces of X 
and Y component

 

 Fig. 5 Equivalent elastic strains according to forces 
of X and Y component

 

Fig. 3 및 4에서 보면 X 방향 하중 및 Y 방향의

하중이 증가할수록 등가응력과 변형량이 증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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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방향의 하중에 의한 변형량이 Y 방향의 하중에

의한 것에 비하여 최대 20%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반대로 등가응력은 Y 방향의 하중에 의한 등

가응력이 X 방향의 하중에 의한 것에 비하여 최대

60%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4 및 5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Y 방향의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 변형량, 등가 응력 및 등가 변형율은 증가하지만, 
등가 응력의 경우는 X 방향의 하중을 작게 받는 경

우가 크게 받는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6 Total deformations according to polypropylene  
densities of inner and outer bumper

 
Fig. 6은 안쪽과 바깥쪽 범퍼에 대한 폴리프로필

렌 밀도의 50% 증감에 따른 최대의 전변형량을 나

타내고 있다. 안쪽과 바깥쪽 범퍼의 폴리프로필렌

밀도에서 증감이 없는 가운데 평균 부분에서 최대의

변형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 7 및 8은 각각 50% 증감의 범위를 갖는 X 

및 Y 방향의 하중에 대한 차체 안쪽 및 바깥쪽 범

퍼의 질량에 대한 그림들이다. Fig. 7에서 보면 안쪽

범퍼의 밀도에서 증감이 없는 가운데 평균 부분에서

최소의 질량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서 보면 바깥쪽 범퍼의 질량에서 보면 X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는 가운데 평균

부분에서 그 질량이 최대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

나 Y 방향의 하중에 대해서는 그 질량이 전반적으

로 최대로 높아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차체

의 안쪽 및 바깥쪽 범퍼의 질량에 대해서는 Fig. 2에
서와 같이 바깥쪽 범퍼 B면에 45°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되는 4000N 부근의 하중에서 차체 내부의 질량

이 최소가 되고 차체 외부의 질량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Fig. 7 Masses of inner bumper according to forces 
of X and Y component

 

 Fig. 8 Masses of outer bumper according to forces 
of X and Y component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계획법으로서는

ANSYS 최적화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000개
의 샘플들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6]. 50% 증감의

범위를 갖는 X 및 Y 방향에 대하여 최적화가 되는

하중은 각각 2368.8N, 1538.8N으로 나타났고, 차체

내부 및 외부의 폴리프로필렌의 질량은 각각

3.3227×10-2kg, 3.5538×10-2kg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최적화된 하중 및 질량에서 Fig. 9는 범퍼

에서의 최대 전변형량, 등가 응력에 대한 그림들이

다. 최대 전변형량과 등가 응력은 각각 0.77951mm 
및 38.856MPa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하중이 작용

되는 자동차 범퍼에서 최대 응력이나 변형이 최소

화되고 범퍼 재료가 경제적으로 최소화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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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tal deformations and equivalent stresses at 
optimum conditio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중이 작용되는 자동차 범퍼에서

최대 응력이나 변형이 최소화되고 범퍼 재료가 경제

적으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범퍼의 최적화된 설

계안을 도출하였다. 이 해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X 방향 하중 및 Y 방향의 하중이 증가할수록 등

가응력과 변형량이 증가하나 X 방향의 하중에 의

한 변형량이 Y 방향의 하중에 의한 것에 비하여

최대 20%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등

가응력은 Y 방향의 하중에 의한 등가응력이 X 
방향의 하중에 의한 것에 비하여 최대 60%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2. 차체 안쪽 및 바깥쪽 범퍼의 폴리프로필렌의 질

량에 대해서는 바깥쪽 범퍼 면에서 45° 경사진

방향으로 작용되는 4000N 부근의 하중에서 차체

안쪽 범퍼의 질량이 최소가 되고 차체 바깥쪽 범

퍼의 질량이 최대가 됨을 알 수 있었다.
3. 50% 증감의 범위를 갖는 X 및 Y 방향에 대하여 최

적화가 되는 하중은 각각 2368.8N, 1538.8N으로 나

타났고, 차체의 안쪽 및 바깥쪽 범퍼의 질량은 각

각 3.3227×10-2kg과 3.5538×10-2kg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Lee, T. H., "[신뢰성 제로의 미래] 신뢰성기반 최

적설계," Journal of KSME, Vol. 45, No. 2, pp. 
86-89, 2005.

2. Han, S. Y. and Song, S. Y., "Shape Optimization of 
Structures in Opening Mode," Transactions of 
KSAE, Vol. 10, No. 2, pp. 141-149, 2002.

3. Um, I. S., Cheon, H. J. and Lee, H. C., 
"Optimization for the Design Parameters of Electric 
Locomotive Overhaul Maintenance Facil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 Vol. 13, No. 2, 
pp. 222-228, 2010.

4. Cho, J. U. and Han, M. S., "Optimum Design of 
Bumper Applied by Force," 2010 Fall Conference 
Proceeding of the KSMPE, pp. 47-48, 2010.

5. Lee, K. H., Bang, I. K. and Kang, D. H.,  
"Structural Optimization of a Tailor Welded Blank 
Door," 2006 Fall Conference Proceeding of the 
KSME, pp. 135-140, 2006.

6. Ahn, K. C., Jung, D. S. and Kim, B. H., "Impact 
Behavior Simulation of Anisotropic Materials," 
Journal of the KSMPE, Vol. 10, No. 1, pp. 38-46, 
2011.

7. Swanson, J., "Ansys 11.0, Ansys Inc.," U.S.A.,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