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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ATV차량의 면에 부착되는 범퍼의 구조 인 형상에 따른 수명평가를 피로해석을 토 로 

연구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진동과 같이 반복 인 하 조건에 노출되는 범퍼의 특성의 악하며, 여러 가지 피로

상황에서 발생되는 크랙의 치를 사 에 악하며 이를 보완하기 함이다. 다목  차량이 일반 인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와 같은 험로를 주행하게끔 설계됨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행환경에 한 수명평가 연구를 

통해, 그 범퍼의 취약부 를 악한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를 토 로 자동차 범퍼의 안 설계를 함으로서 내구성을 

향상하고 설계에 있어 융합기술에 목하여 그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 Key Words : ATV, 다목  차량, 범퍼, 구조해석, 피로해석, 범퍼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fe evaluation due to the structural configuration of bumper attached at 

the front side of ATV vehicle is studied on the basis of fatigue analysis.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 of bumper exposed on the repetitive loading condition like the vibration is understood. 

The position of crack happened at the fatigue situation is grasped  in advance and complemented in 

advance. It is considered that  the multipurpose vehicle is designed to not be driven on the paved general 

road but the rough road like the unpaved load. And the weak part of bumper is understood through the 

study of life evaluation on this driving environment. The durability can be improved by doing the safe 

design of automotive bumper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 And it is possible to be grafted onto the 

convergence technique at design and show the esthet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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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에 소극 인 사용에만 이용되었던 다목 차량이 

차 그 사용범 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의 험지주행에서 

벗어나 도로주행까지 확 되면서 다양한 주행환경에 노

출되었다. 다양한 주행환경에 노출된 만큼 다목  차량

에 장착된 범퍼에도 주행환경에 따른 다양한 피로하 을 

받게 된다. 기존의 범퍼는 주철소재의 일체형으로 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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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과 량에 의한 결함을 보완하고자 알루미늄으로도 

제조된다. 하지만 강성을 높이기 해 부피가 증가하면

서 이에 따른 무게와 원가상승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

게의 증가는 범퍼가 장착되는 면부의 장착 래킷에 

높은 하 을 가하게 되어 손의 우려가 있다[1,2,3,4,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시 에서 사

용되고 있는 3가지 다목  차량의 범퍼를 토 로 CACTI

를 통해 3D 설계를 진행하 으며 이를 토 로 구조해석

을 통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해 ANSYS의 피로해석을 

이용한다[6,7,8,9,10]. 이를 통해 다목  차량의 범퍼하

에 한 피로해석 결과와 구조해석 결과를 토 로 수명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 부 를 방할 수 있다. 한 하 의 진행방향을 토

로 범퍼 내에서 발생하는 변형에 한 사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 이를 안 설계에 반 할 수 있다

[11,12,13,14,15]. 이러한 해석결과를 통해 다목  차량의 

다양한 주행환경에서의 범퍼의 손  내구성을 검토할 

수 있어 이를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 본론
2.1 해석모델

[Fig. 1]은 해석에 사용된 다목  차량의 범퍼에 한 

것으로 3가지 형상에 따른 해석을 해 격자를 생성하

으며 각 모델의 질 과 요소 수는 Model 1이 31517, 

17595개, Model 2에서 27012, 14592개, Model 3에서 

10372, 49073개가 생성되었다. 이러한 메시로서 구조해석

과 피로해석을 진행한다.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주

철의 물성치에 한 데이터이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1] Meshes of models

<Table 1> Material property

Young's Modulus(MPa) 2.e+011

Poisson's Ratio 0.3

Density(kg/mm

) 7.85e-6

Tensile Yield Strength(MPa) 2.5e+008

Compressive Yield Strength(MPa) 2.5e+008

Tensile Ultimate  Strength(MPa) 4.6e+008

2.2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각 모델의 경계조건은 [Fig. 2]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각 범퍼의 임 상부에서 하 에 달하는 힘을 가한다. 

이때 가해지는 하 은 50kg으로 가정하여 약 500N의 힘

을 수직으로 가한다. 한 하부의 범퍼 고정부 에 Fixed 

support를 통해 고정하 다. 이를 통해 수직으로 가해진 

힘이 가해졌을 때, 범퍼의 하 분포를 살피며, 도로의 주

행상태를 가정한 피로주기를 해석에 설정하여 이에 따른 

하 의 분포를 살핀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2] Constraint conditions

[Fig. 3]은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피로하 에 한 것

으로, (a)의 SAE bracket history는 험지를 주행하는 환

경을 가정한 것으로 피로주기들  가장 큰 진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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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같은 큰 진폭을 가지는 피로주기는 같은 하 에서

도 더 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가혹한 환경을 의

미한다. (b)의 SAE transmission은 이보다 약간 덜한 지

형에서의 주행을 가정하 으며 (c)의 Sample history는 

평지에서의 주행을 가정한 피로해석 주기이다. 이와 같

은 피로해석 주기를 통해 실제 주행을 하지 않고도 시뮬

이션 해석을 통해 하 이 가해지는 상황에서의 피로해

석을 진행할 수 있다.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3] Fatigue load applied at fatigue analysis

2.3 피로해석 결과

[Fig. 4]는 Model 1의 피로해석 결과로 각 피로조건상

에서의 수명계수를 나타내었다. 먼  SAE bracket 

history에서는 범퍼 반에 걸쳐 범 한 손이 우려되

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범퍼 외곽 쪽에는 잦은 피로

하 에 의해 손이 우려되는 부 가 찰되었다. 한 

내부에서도 손이 일어나며 수명이 극히 짧아지는 결과

를 보이고 있어 험지에서의 주행을 해서는 보강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4] Fatigue analysis result of Model 1

반면 SAE trans mission에서는 다소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 손으로 인한 격한 수명감소

가 보이고 있어 이에 한 보완설계가 필요하다. Sample 

history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안정 인 피로수명을 가지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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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ample history

[Fig. 5] Fatigue analysis result of Model 2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6] Fatigue analysis result of Model 3

[Fig. 5]는 Model 2의 피로해석 결과이다. Model 1과 

비교했을 때, 수명계수와 상 괴부 의 면 이 확연히 

어든 것을 볼 수 있다. Model 2는 다른 Model 1과 

Model 3과 달리 트러스트 구조를 지녀 서로의 빔과 빔 

사이를 서로 지지해  수 있어 효과 인 하 분산이 가

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Fig. 6]과도 확연

히 비교됨을 볼 수 있다. Model 3에서는 Model 1과 비교

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은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괴

가 상이 되는 부 가 훨씬 더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SAE bracket history 와  SAE transmission에서는 반

에 걸친 손이 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각 모델

간의 피로해석에서 나온 사용시간을 다음의 [Fig. 7, 8, 9]

로 나타내었다.  

[Fig. 7] Comparison of SAE bracket history between 

each model 

[Fig. 7]은 SAE bracket history를 각 모델과 비교한 

것으로 Model 1과 비교했을 때, Model 2는 13.6% 수명계

수가 개선되었으며, Model 3과 비교했을 시에는 18.3%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8]은 SAE transmission을 각 모델과 비교한 것

으로 Model 1과 비교했을 때, Model 2는 4.6% 수명계수

가 개선되었으며, Model 3과 비교했을 때는 12.85% 개선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8] Comparison of SAE transmission history between 

each model

[Fig. 9]는 Sample history를 각 모델과 비교한 것으로 

Model 1과 비교했을 때, Model 2는 23.1% 수명계수가 개

선되었으며, Model 3과 비교했을 때 25%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9] Comparison of Sample history between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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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2,3을 비교했을 때, SAE bracket history에서 

Model 2는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최  18.3% 개선

되었으며 SAE transmission에서는 최  12.85% 개선되

었으며, Sample history에서 최  25%가량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목  차량의 범퍼형상에 따른 수명

평가를 피로해석을 토 로 각 모델 간 비교  분석한 결

과 다음과 결론을 도출하 다.

1) 각 모델간의 피로해석 결과를 토 로 비교하 을 

때, Model 2의 트러스트 구조에서 가장 향상된 결

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수명계수를 

보인 Model 2는 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Model 

1과는 험지에서 13.6%, Model 3와는 18.6%개선된 

결과를,  험지에서 4.6%, 12.85%개선된 결과를, 

평지에서 23.1%, 25%개선된 결과를 보 다.

2) 본 연구에서의 해석결과들을 통해 Model 2에서 가

장 높은 수명계수를 보이고 있음을 토 로 트러스

트 구조를 지닌 범퍼형상이 가장 합하다고 사료

된다.

3) 생산기술 인 측면에서는 공정과 원자재 가격을 고

려하 을 때, 차선의 선택으로 Model 1의 형상이 

합하다고 보인다. 한, 디자인 면에서의 Model 2

의 해석결과를 토 로 설계에 응용되어 융합 기술

로의 목도 가능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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