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6권 제3호, pp. 331~337, 2012 

 

 

331 

<응용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2.36.3.331                 ISSN 1226-4873 
 

비드 형상 최적화를 이용한 전방 측면 부재의 충돌 최적화 연구§ 

 

이준영*
· 이정석*

 · 이용훈*
 · 배복수*

 · 김규학*
· 임홍재*†

 
*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 전문대학원 

 

A Study on Crashworthiness Optimization of Front Side Members using Bead 

Shape Optimization 
 

Jun Young Lee
*
, Jung Suk Lee

*
, Yong Hoon Lee

*
, Bok Soo Bae*, Kyu Hak Kim*

 and Hong Jae Yim
*†
 

* Graduate School of Automotive Engineering, Kookmin Univ. 

 

(Received April 18, 2011; Revised January 2, 2012; Accepted January 11, 2012) 

 

1. 서 론 

 차량의 정면 충돌 시 충돌 성능에 영향을 미치

는 여러 부재가 있으나 충돌에너지 분포를 살펴보

면 전방 측면 부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때문에 전방 측면 부재가 

높은 충돌성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전방 측면 부재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가속도-변형 곡선을 이용하여 엔진룸과 객실부

의 충돌에너지 분담비율이 충돌성능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2)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부재의 

변형이 축 방향으로 굽힘일 때보다 압축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축 방향으로 압축 변형을 유도하기 위한 선행 

된 연구로는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두께를 최적 

설계하는 연구(3)와 비드의 형상을 최적 설계하여 

흡수 에너지를 높이는 연구가 있었다.(4) 이 방법들

은 반응표면모델을 만들기 위한 반복해석이 필요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선행 연구로는 균질화법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의 일부 요소를 제거하여 축방향 압축변형을 

유도하는 연구(5,6)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요소제거를 수행하는 설계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상최적화(Topography 

optimization) 기법을 이용하여 기본모델의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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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위상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전방측면 부재를 최적화 한다. 전방측면 부재에 최적화를 

진행하기 전에 사각단면 부재에 최적화를 진행한다. 목적함수는 1 차 좌굴 계수가 길이방향으로 최소화

되도록 설정한다. 설계변수는 법선방향으로 질점의 이동이다. 사각단면부재의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

화 모델과 위상최적화 모델에 대해 충돌해석을 수행한다. 위상최적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두 결과를 

비교한다. 그 결과 위상최적화 기법을 충돌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차량의 전방측

면부재에 적용한다. 결과적으로 전방측면 부재는 최적화되고 내충격성이 향상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front side member is optimized using a topography optimization technique. Optimization of 

a simple beam is conducted before optimization of the front side member. The objective function is set to minimize the 

first buckling factor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The design variable corresponds to the perturbation of nodes normal 

to the shell’s mid-plane space. The crash analysis is conducted on a simple beam, which is optimized by Response 

Surface Method and the topography optimization technique. In order to verify the topography optimization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RSM and topography optimization model are compared. Consequently, we confirm the satisfactory 

performance of the topography optimization technique, and apply this topography optimization to the front side 

member. Thus, the front side member is optimized and its crashworthiness i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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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돌 해석을 거치지 않고 최적화된 모델을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사각 

박판부재의 1 차 좌굴 계수를 축 방향으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위상최적화를 이용하여 최적화 

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었던 반응표

면법을 이용한 최적화된 모델과 충돌성능의 비교

를 통해 위상최적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한다. 세 번째로 확인이 된 위상최적화

를 실제 차량의 전방 측면 부재에 적용하여 최종 

최적화 모델을 생성한다.   

2. 위상최적설계 모델의  

충돌성능 검증 

2.1 설계모델의 정의 

최적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방 측면 부재의 

단면형상 및 길이와 두께를 선행연구(4)에 사용되

었던 모델과 동일하게 모델링 하였으며 단면형상 

및 수치를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충돌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사각부재를 유한 요

소 모델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요소의 크기는 4mm 이고 요소의 수는 4800 개이

다. 재질은 HLSA Steel 340 을 사용하였고, 물성치

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설계 영역은 실제 자동차에 적용하였을 때 연결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Fig. 

2 와 같이 전방 8mm 와 후방 28mm 를 차량에 적

용 했을 시 연결부위라 설정하였고 그 이외의 부

분을 설계영역으로 선택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경계조건은 선행된 연구(4)와 동

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Fig. 3 에 나타

내었다. 부재의 후방은 병진운동 방향으로 3 자유

도 구속을 하였고 전방에 142.88KN 을 분포 하중

으로 가하였다. 이는 부재가 고정 벽에 50km/h 로 

충돌 시 고정 벽으로부터 받는 최대 반력이다. 

 

2.2최적설계 정식화 

최적설계를 위하여 설계변수, 제약조건, 목적함

수를 설정하였다.  

설계변수는 부재의 유한 요소 모델의 각 절점의 

이동이며 절점은 Fig. 4과 같이 각 요소의 법선 방

향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제약 조건은 첫째

로 비드의 형상 조건이다. 비드의 형상은 요소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요소의 크기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그 형상을 Fig. 5 에 나타

내었다. 비드의 최소 폭은 10mm 높이는 부재의 

외각 1.8mm 에서 내부 6mm, 방향과 각도는 60 도

로 정하였다. 두 번째로 Fig. 6 와 같이 부재의 전

방과 후방 끝 단면의 중심을 잇는 선분을 만들고 

이 선분을 중심으로 부재에 띠를 두르듯 비드가 

생성되도록 하였다. 만약 이렇게 설정하지 않는다

면 부재에 균일하지 않게 비드가 생성되면 불규칙

한 굽힘 변형이 발생하고 충돌 에너지를 효과적으

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목적함수는 부재의 축 

방향으로 1 차 좌굴 계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즉, 축 방향으로 좌굴이 쉽게 일어나게 함으로써 

압축 변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Fig. 1 Section shape of simple beam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simple beam 

 

 

Fig. 3 Boundary condition for topography optimization 

 

 

Fig. 4 Methods of generating shape variables for 
topograph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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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Bead dimensions 

 

 

   

Fig. 6 Pattern grouping for topography optimi- zation 

 

 

Fig. 7 RSM model 

 

 

Fig. 8 Topography optimization model 

 

2.3최적화 결과 

앞의 정식화에 대한 최적설계를 Altair Optistruct(7)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모델을 Fig. 7 에 나타내었고, 정식화에 따른 위상

최적화 된 모델을 Fig. 8 에 나타내었다. 반응표면

모델은 선행된 연구(4)에서 12 회의 반복실험을 통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위상최적화를 통한 최

적화 모델 생성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

었다. 최적화 결과 위상최적화 모델이 기본 모델

과 비교하여 좌굴 계수가 약 36%가 감소하였고, 

Table 1 Section properties of the simple beam 

a b r t Length 

50 mm 50 mm 5mm 2 mm 400 mm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imple beam 

Properties Values 

Young’s modulus (GPa) 200 

Poisson ratio 0.3 

Density (kg/mm3) 7.83E-6 

Yield stress (MPa) 376 

 
Table 3 Comparison each model of buckling factor 

Model Base model RSM model 

Topography 

Optimal 

model 

Buckling 

coefficient 
1.938 1.765 1.239 

 

RSM 모델과 비교하여 약 29.8%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이는 기본모델

보다 전방에서 하중이 가해질 때 축 방향으로 압

축변형이 더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4충돌모델 구성 및 해석 

최적화 결과 나온 형상에 따라 유한요소로 두 

모델을 구성하였다. 반응표면법 모델과 위상최적

화 모델의 요소의 크기는 각각 4mm 이고 반응표

면법 모델의 요소의 수는 5100 개 위상최적화 모

델의 요소의 수는 4800 개이다. 질량은 각각 

1.19kg 1.15kg 으로 위상최적화의 모델이 약 3.5% 

가볍다.  

위상최적화를 통해 최적화된 모델과 반응표면법

을 통한 모델의 충돌성능 검증을 위하여 충돌해석

을 진행하였다. Fig. 9는 충돌해석 시 사용된 부재

와 강체 벽 사이의 경계조건을 나타내었다. 해석

모델과 강체 벽까지의 거리는 1mm 이며 부재 후

방에는 50kg 의 질량을 부착하였다. 초기속도는 

50km/h 이고 충돌 시간은 40msec 로 설정하였다. 

이 모든 조건은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선행연구(4)

에서 수행되었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

석 프로그램은 LS-DYNA V971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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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condition for simulation 

 

 

(a) RSM model 

 
(b) Topography optimization model 

 

Fig. 10 Deformed shape of RSM model and topography 
optimization model 

 

 

2.5위상최적화 모델의 충돌 성능 검증 

위상최적화와 반응표면법 두 모델의 충돌 시 변

형되는 형상을 Fig. 10 에 나타내었다. 반응표면법

을 이용한 모델은 양 옆으로 부재가 돌출되는 반

면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모델은 내부로 말려들어

가 압축변형이 더욱 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돌 시 내부에너지를 살펴보면 두 부재의 질량이 

다르므로 단위 질량당 내부에너지를 Table 4 에 나

타내었다. 단위 질량당 내부에너지는 위상최적화 

모델이 약 3.2%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위상최적

화 모델이 최대가속도는 5.56%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충돌 시 최대 가속도는 낮고, 평균 가속도

가 높은 경우에 승객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8), 위

상최적화 모델의 충돌성능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Table 4 에 최적화 시간은 최적화를 위해 

계산하는 시간만을 나타낸 것이고 모델의 구성시

간은 제외하였다. 최적화에 반응표면법을 사용할 

경우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해야 하므로 시간을 많

이 요하게 된다. 때문에 위상최적화의 경우 반응

표면법 대비 77%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위상최적화를 이용한 방법

도 충돌해석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반응표

면법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하는 것보다 최적화  

Table 4 Result of crash simulation 

 
RSM Topography Difference 

Internal  

energy 
4888.8 J 4867.2 J - 0.44 % 

Mass 1.19 kg 1.15 kg - 3.53 % 

Internal 

energy per 

unit mass 

4111.7 J/kg 4243.4 J/kg + 3.20 % 

Max 

acceleration 
1349.7 m/s2 1274.6 m/s2 - 5.56 % 

Average 

acceleration  
595.0 m/s2 719.6 m/s2 + 20.94 % 

Buckling  

length 
138.6 mm 130.5 mm - 5.84 % 

Optimizing  

time 
108 min 25 min - 76.85 %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전방측면 부재의 최적설계 

3.1초기해석 

앞장에서 확인된 위상최적화 방법을 실제 차량

의 전방 측면 부재에 적용한다. 차량의 전방측면 

부재는 Fig. 11 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부재의 

최적화에 앞서 충돌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충돌 해

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의 경계조건은 앞장의 사각

단면 부재의 경우와 동일하다. Fig. 12 은 충돌 후 

전방 측면 부재가 30msec 동안에 흡수하는 에너

지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6msec 까지 내

부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 

폭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모델

에 있는 비드가 6msec 까지 압축변형을 하다가 

6msec 이후에는 더 이상 비드가 없게 되어 굽힘 

변형이 일어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3.2전방 측면 부재의 최적설계 및 해석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방 측면 구조의 각 부재

가 각각 흡수하는 에너지를 비교하고 최적설계를 

진행할 부재를 선정하였다. Fig. 13 은 각 부재가 

충돌하는 동안 흡수하는 에너지를 나타내었다. 

Inner, Outer, Reinforce-A, Reinforce-B,가 전체 에너지

의 90%를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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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A 는 실제 차량에서 범퍼와 연결되는 부

위이므로 최적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때문에 나머지 세 부재에 대해 최적설계를 수

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전방 측면 부재가 실

제 차량에 장착될 때 용접점의 위치나 다른 부재

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세 부재의 설계 영역을 

설정하였다. Fig. 14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설

정한 설계영역이고 설계영역에서 제외된 부재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경계조건은 사각단면 부재의 경우와 모두 동일

하며 가하는 하중만 전방에 140.07KN 을 분포 하  

 

 
 

Fig. 11 Each part of model 

 

 
Fig. 12 Internal energy of the front side rail 

 

 
Fig. 13 Internal energy of each part 

중을 가하는 것이 다르다. 이는 부재가 고정 벽에 

56km/h 로 충돌하였을 때 고정벽의 최대 반력인데 

사각 단면의 경우와 질량과 좌굴계수 등이 다르므

로 가하는 힘이 다르다. 설계변수, 제약조건, 목적

함수 또한 모두 사각 단면 부재의 경우와 동일하

다. 

 

 
Fig. 14 Design region of each part 

 

 
(a) Inner 

 
(b) Outter 

 
(c) Reinforce-B 

 

Fig. 15 Optimization result of each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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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 of crash simulation 

 
Original Topography Difference 

Internal 

energy 
25.91 kJ 29.83 kJ + 15.14 % 

Mass 6.34 kg 6.35 kg + 0.16 % 

Max 

acceleration 
445.7 m/s2 396.9 m/s2 - 10.95 % 

Average 

acceleration  
160.0 m/s2 157.1 m/s2 - 1.81 % 

Axial 

buckling time 
9.4 msec 11.7 msec +24.47 % 

Buckling 

coefficient 
32.798 32.632 - 0.5 % 

 

 

 

 
(a) Original model 

 

 
 

(b) Optimization model 

 

Fig. 16 Comparison between original model and optimization 
model of front side rail 

 
Fig. 15 에선 설계영역으로 지정한 Inner, Outter, 

Reinforce-B에 대한 최적화 결과를 나타내었고 Fig. 

16 은 각각 기본모델과, 최적화가 완료된 모델을 

나타내었다. Fig. 14 와 Fig. 15 를 비교하면 부재의 

3 면에 걸쳐 비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비드가 내부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

되었다. 이로써 앞의 사각단면 부재의 경우와 같

이 목적함수가 좌굴계수의 최소화 였으므로 좌굴

계수가 낮아져 충돌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다. 

위상최적화로 최적화가 완료된 모델을 이용하여 

충돌해석을 진행하였다. 충돌실험의 조건은 기본

모델의 초기 충돌해석 조건과 동일하다. 

 

3.3충돌 해석 결과 

충돌해석의 결과를 Table 5 에 나타내었다. 최적

화된 모델을 기본모델과 비교하면 최대 가속도는 

약 11% 감소하였다. 최적화된 모델의 내부에너지 

또한 15%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질

량당 흡수하는 에너지로 결과를 나타내지 않은 이

유는 기본모델과 최적화된 모델의 질량 차이가 거

의 없으므로 단위질량당 흡수하는 에너지의 비교

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해석 결과 위상최적화를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진행한 전방 측면 부재가 부재의 Inner, Outter, 

Reinforc-B 에 비드를 추가 생성하므로써 좌굴계수

가 낮아져 축 방향으로 압축변형이 더 효과적으로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본모델 보다 충돌성

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상최적화를 이용하여 전방 측

면 부재에 대해 최적설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각 단면의 박판부재에 대하여 축 방향으

로 압축변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1 차 좌굴 계수를 

최소화 하도록 목적함수를 설정하고 설계변수는 

각 절점의 이동, 제약조건으로는 비드의 형상 조

건과 생성경향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최적화

된 모델을 충돌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이

미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반응표면법의 모델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반응표면법의 모델에 비해 위상최적화 

모델이 단위 질량당 에너지 흡수는 3.2% 높고 최

대 가속도도 약 5.6% 낮아 충돌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적화를 위한 해석 

시간을 약 77% 단축할 수 있어서 위상최적화를 

충돌해석에 적용 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차량의 전방 측면 부재에 

위상최적화를 적용하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목

적함수, 설계변수, 제약조건은 사각 단면 부재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본모델에 

비해 좌굴계수는 0.5% 감소하였고, 최대가속도는 

11%가 감소하였다. 에너지 흡수는 약 15%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하여 더 높은 충돌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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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방 측면 부재의 점용접 배치 및 다른 

부재와의 연결성을 고려한 최적설계가 있을 수 있

다. 이는 지금보다 더 좋은 충돌성능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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