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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주행안전성과 연비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종소재를 사용한 BIW설계(Multi-

material designed body in white)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3) 실제 차체의 앞뒤 균형을 맞추

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알루미늄 프론트 바디

(aluminum front body)의 경우, Audi, BMW 등의 일

부 차종에 적용되고 있다.(4)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차체는 기존 철강재 대비 동일한 차체강성을 만족

시킬 때 약 30% 수준의 경량화 가능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5) 알루미늄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차체 

강성을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범퍼체결 구조가 연

구되고 있다. Kim 등(6) 에 의하면, 범퍼레일 사이

에 크래쉬 박스(Crash Box)가 삽입된 구조가 대부

분의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범퍼체결 구

조와 비교해 우수한 차량의 손상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 나타낸 알루미늄 프론트

바디에서 범퍼와 프론트 사이드 멤버 사이에 위치 

Key Words : Aluminum Crash Box(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Low Velocity Impact(저속충돌), Front Side Member 

(프론트 사이드 멤버), Impact Energy(충돌에너지)  

초록: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저속충돌조건에서 프론트 사이드 멤버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속충돌조건에서 비드형상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Edge concave, surface convex와 surface concave 타입의 비드형상들에 대한 충돌해석 및 실험을 수행

하여 비드가 없는 normal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과 비교분석하였다. 충돌성능은 저속

충돌조건에서 크래쉬 박스의 초기 최대하중 및 충돌에너지 흡수능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결합된 프론트 사이드 멤버에 대해 저속충돌실험 수행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Surface concave 타입의 비드가 삽입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경우,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ead shape on the crash performance of an 

aluminum crash box under a low-velocity impact condition. The initial peak load and impact energy absorption of a 

crash box with three types of bead shapes—edge concave, surface convex, and surface concave type—were studied 

through an FE analysis and an experi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the bead shapes on the crash performance of the 

crash box were verified through a low-velocity-impact test with a front side member assembled with an aluminum crash 

box. The initial peak load of the surface-concave-type crash box was reduced by the bead, and therefore, deformation of 

the front side member at initial contact could be prevented. Furthermore, there was no deformation of the front side 

member after the impact test because the crash box with a surface-concave-type bead absorbed all the impact energy. 

† Corresponding Author, bmkim@pusan.ac.kr 

Ⓒ 2012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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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of aluminum front body 

 

 

Fig. 2 Shape of normal type aluminum crash box 

 

하는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비드형상을 설계하

였다. 비드 형상에 따른 충돌성능을 유한요소해석 

및 충돌시험을 통해 평가하여 비드형상이 충돌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프론트 사이드 멤버(Aluminum front side member)와 

결합시켜 저속 충돌조건에서의 충돌실험을 수행하

였다. 충돌실험 후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손상여

부를 통해 저속충돌조건에서 충분한 알루미늄 크

래쉬 박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드형상을 

결정하였다. 

2. 노멀타입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충돌

성능 평가 및 문제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Fig. 2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기존의 

비드가 없는 normal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에 대한 충돌성능을 평가하였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80×92×180 mm 크기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박스형태로 압출공정에 의해 제작되며, 알루

미늄 소재는 A6063 T6 를 사용하였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역할은 저속충돌에서 프 

 
(a) Initial state 

 

 
(b) First contact 

 

 
(c) Collapse of crash box 

 

 
(d) Collapse of side member 

 

Fig. 3 Collapse shape of normal type aluminum crash 

box and side member in impact test 

 

론트 사이드 멤버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7)  

따라서, 기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결합된 형태

로 충돌실험을 수행하였다. ㈜POSCO 에서 보유한 

유압식 고속충돌시험기를 이용하여 충돌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충돌에너지 8000 J 의 충돌조건으로 

충돌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200kg 의 충돌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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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속도 8.95 m/s를 부과하였다. 

Fig. 3(a)에 나타낸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사이

드 멤버를 결합시킨 시험편의 붕괴과정을 고속카

메라로 촬영하여 기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문

제점을 분석하였다. Fig. 3(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충돌대차와 시험편이 최초 접촉할 때 크래쉬 박스

의 변형과 동시에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하였

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구조강성이 높기 때

문에 충돌에너지가 사이드 멤버로 전달되어 국부

적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접촉 개시시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해 크래쉬 박스의 초기 구조강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비드형상이 요구된다. 

또한 Fig. 3(c)와 (d)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알루미

늄 크래쉬 박스는 소성변형과 함께 충돌에너지를 

흡수한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에서 흡수되고 남

은 충돌에너지는 사이드 멤버에 전달되며, 이로 

인해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한다. 이 때, 알루

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지 흡수능이 뛰어날 

경우,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에서 모든 충돌에너지

를 흡수하여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

다. 비드삽입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초기 구

조강성 저하는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지 흡수능

의 저하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저속충돌 조건

에서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

분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지 흡수능

을 보장할 수 있는 비드형상이 요구된다. 

3. 비드 형상에 따른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 평가 

3.1 알루미늄 크래쉬박스 충돌실험 및 해석조건 

비드형상에 따른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충돌성능

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Fig. 4 에 나타낸 비드형

상에 대해 충돌해석 및 충돌실험을 수행하여 알루

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을 평가하였다. 알루

미늄 크래쉬 박스에서 비드는 충돌시 크래쉬 박스

의 변형 모드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다. 

일반적으로 비드가 삽입된 부위는 구조적으로 가

장 약한 부분으로 충돌시 하중이 집중되어 가장 

먼저 변형하게 되며, 시험편의 붕괴모드를 유도한

다.(8)  본 연구에서는 크래쉬 박스의 코너부에 비

드를 안쪽으로 삽입한 edge concave 타입과 크래쉬 

박스 측벽부에 돌출된 형태의 surface convex 타입

과 함몰된 형태의 surface concave 타입에 대해 비

드형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비드형상이 삽입된 크

래쉬 박스는 normal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 

 

       
  (a) Normal        (b) Edge concave 

       
(c) Surface convex   (d) Surface concave 

Fig. 4 Bead shape of aluminum crash box 

 

 

Fig. 5 Bead forming die 

 

 

Fig. 6 FE-model of aluminum crash box for low velocit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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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ess-strain curve of A6063 T6 for various stain 

rates 
 

를 열간 압출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Fig. 5에 나타

낸 하부금형에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를 삽입하고, 

상부금형으로 비드형상을 성형하였다. 

충돌해석 및 실험은 Fig. 6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충돌에너지 5000J 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수행하였

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강체벽(rigid wall)에 

모든 방향으로 구속시켰으며, 충돌질량 200kg 에 

초기 속도 7.07 m/s를 인가하여 충돌에너지 5000 J

로 충돌시켰다. 충돌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강체사이의 마찰은 무시하였다. 알루미늄 6xxx 계

열의 경우, 변형률 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

다고 알려져 있다.(5,9) 본 연구에서는 A6063 T6 소

재의 기계적 물성에 대한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속인장시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인장시험편은 

크래쉬 박스의 측벽부에서 인장시험편을 취출하여 

평가하였다. 인장시험은 변형률 속도 0.1 ~ 100.0 s-

1 대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Fig. 7 에 나타내

었다.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형률 속도 0.1 s-

1 에서 평가된 응력-변형률 곡선의 데이터를 

A6063 T6소재의 기계적 물성으로 활용하였다. 

충돌해석은 상용해석 s/w 인 ABAQUS Explicit 

ver. 6.8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충돌해석에서 가

속도 증분은 다음의 식 (1)에 의해 계산된다. (10) 

 

( )( ) 1 ( ) ( )i i iu M F I−= ⋅ −ɺɺ          (1) 

 

여기서, 
( )iuɺɺ 는 가속도이며, M 은 집중질량행렬

(lumped mass matrix), 
( )iF 는 외력벡터, 

( )iI 는 내력

벡터이다. 윗첨자 i 는 i 번째 증분을 의미한다. 시험편-

시험편 및 시험편-충돌대차의 접촉은 ABAQUS  

 
(a) Normal type 

 

 
(b) Edge concave type 

 

 
(c) Surface convex type 

 

 

(d) Surface concave type 
 

Fig. 8 Load-penetration depth curve of crash box 

 

Explicit 에서 제공하는 general contact algorithm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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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드 형상에 따른 초기 최대하중의 변화 

Fig. 8 은 각 비드형상에 따른 크래쉬 박스의 충

돌해석과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시험편과 충

돌대차의 접촉개시시,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억제

하기 위한 비드형상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기 

최대하중(initial peak load)을 평가하였다. Fig. 8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험편과 충돌대차 접촉개시후, 

충돌하중이 증가하며, 시험편의 붕괴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한다. 이 때의 최대하중을 초기 최대하

중으로 정의하고, 비드형상에 따른 시험편의 초기 

최대하중을 비교평가하였다. 

비드가 없는 Nomal 타입의 초기 최대하중은 해

석에서는 174.6 kN, 충돌실험에서는 186.5 kN 으로 

평가되었으며, 네종류의 크래쉬 박스 중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드형상이 삽입된 크래쉬 

박스의 경우, 충돌해석에서는 edge concave 타입, 

surface concave 타 입, surface convex 타입 순서로, 

149.8 kN, 144.2, 142.2kN 의 초기 최대하중을 나타

내었다. 충돌실험에서는 edge concave 타입이 168.2 

kN 으로 측벽부의 convex 타입과 비교하여 높은 

초기 최대하중을 나타내었으며, surface convex타입

과 surface concave 타입은 153.0 kN 과 144.3 kN 을 

나타내었다.  

초기 최대하중이 높을 경우, 크래쉬 박스에 인

가된 충돌하중이 사이드 멤버로 전달되어 사이드 

멤버의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 하중

을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충돌실험에서 normal 

타입과 유사한 충돌하중을 가지는 edge concave 타

입은 사이드 멤버와 결합할 경우 충돌실험에서 초

기 충돌대차와 접촉시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비드 형상에 따른 충돌에너지 흡수능 변화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좌굴과 함께 일정한 충

돌하중을 나타내며 충돌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후 

좌굴에 의해 변형된 크래쉬 박스 구조강성의 증가

로 인해, 다시 충돌하중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는 Fig. 8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충돌하중의 증가 

이전까지의 충돌에너지를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

지 흡수능으로 규정하고, 비드형상에 따른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지 흡수능을 평가하였다. 

Fig. 9은 붕괴길이에 따른 각 비드형상별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너지 흡수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충돌에너지 흡수능은 3570 J 로 normal 타입의 크

래쉬 박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Normal 타입의 

경우, 크래쉬 박스의 균일한 좌굴을 유도하는 비

드가 없기 때문에 비드가 삽입된 크래쉬 박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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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bsorbed impact energy-penetration depth curves 
of aluminum crash box with various bead shape 

 
  

 
(a) Edge concave type 

 
(b) Surface convex type 

 
(c) Surface concave type 

Fig. 10 Collapse shape of crash box in FE-analysis 

 

높은 충돌에너지 흡수능을 보이며, 크래쉬 박스의 

좌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높은 normal 타입 크

래쉬 박스의 좌굴저항성으로 인해 초기 최대하중

이 높게 나타나며, Fig. 3 과 같은 사이드 멤버의 

초기 변형을 유발하게 된다. Edge concave 타입은 

초기  최대하중이  높기  때문에  크래쉬  박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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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crash performance of aluminum 
crash box with various bead shapes 

Type 
Fmax 
(kN) 

L 

(mm) 

Ef 

(J) 

Etotal 
(J) 

Normal 186.5 63.2 3570 4772 

Edge 

Concave 
168.2 78.8 2932 4720 

Surface 

Convex 
153.0 68.1 3350 4620 

Surface 

Concave 
144.3 61.7 3230 4498 

*Fmax(initial peak load), L(penetration length), Ef(feasible impact 

energy absorption), Etotal(total absorbed energy) 

 

 
(a) Al front side member assembled with crash box 

 
(b) Dimensions of inner and outer of front side member 

Fig. 11 Shape of Al front side member 

 

좌굴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높은 충돌에너지를 흡

수하였으나, 이 후 붕괴가 진행됨에 따라 낮은 좌

굴하중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Edge concave 타입의 충돌에너지 흡수능은 2932 J

로 평가되었다. Fig. 10(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붕괴

단면은 43.1×29.7 mm로 가장 작았으며, 크래쉬 박

스의 붕괴가 진행됨에 따라 충격하중을 지지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크래쉬 박스의 충돌하중이 가

장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Surface convex 타입과 surface concave 타입의 크

래쉬 박스는 비드삽입에 의해 좌굴하중은 낮아졌

으나, 붕괴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normal 타입과 

유사한 충돌에너지 흡수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Surface convex타입과 surface concave 타입의 

충돌에너지 흡수능은 3350 J 과 3230 J 로 각각 평

가되었다. 또한 크래쉬 박스의 붕괴단면은 Fig. 

10(b)와 (c)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각 53.9×36.8 m

와 53.4×32.0 mm 로 나타났으며, surface convex 타

입 크래쉬 박스의 붕괴단면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상에서 충돌에너지 흡수능  

구간 이후, surface convex 타입의 충돌하중이 

surface concave 타입보다 높게 나타난 해석결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normal 타입의 크래쉬 박스와 비드가 삽

입된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을 비교한 결과 를 

Table 1 에 정리하였다. 비교분석결과, 낮은 초기 

최대하중을 가지면서 충돌에너지 흡수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surface convex 타입과 surface 

concave 타입의 크래쉬 박스가 프론트 사이드 멤

버와 결합시 저속충돌조건에서 사이드 멤버의 변

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결합된 프론

트 사이드 멤버의 충돌성능 평가 

4.1 알루미늄 프론트 사이드 멤버 충돌시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를 Fig. 11 와 

같이 320 mm길이의 프론트 사이드 멤버와 결합시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가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충돌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는 저속충돌조건에서 

충돌에너지를 사이드 멤버보다 먼저 흡수하여 프론

트 사이드멤버의 손상을 최소하기 위해 장착되는 부

품이다. 따라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충돌성능 평

가시, 동일한 충돌에너지에 대하여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에 삽입된 비드형상에 따라 프론트 사이드 멤버

의 변형량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론트 사이드 멤버는 알루

미늄 크래쉬 박스와 동일한 재질인 Al6063T6 이

며, 압출공정에 의해 2.5 mm 두께의 Inner와 Outer

가 제작된다. 알루미늄 사이드멤버의 접합은 Lee 

등(11)이 사용한 8점 SPR(Self piercing rivet)을 사용

하였다. 충돌조건은 앞서 Fig. 3 의 normal 타입 크

래쉬 박스의 충돌시험조건과 동일한 8000 J 의 충

돌조건으로 충돌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2은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에 삽입된 비드 

형상에 따라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를 결합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충돌실험결과는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실험에서 예측된 결과를 잘 반

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최대하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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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dge concave type 

 
 (b) Surface convex type 

 
(c) Surface concave type 

 

Fig. 12 Collapse shape of front side member with Al 
crash box in impact test 

edge concave 타입의 경우, 최초 접촉시 프론트 사

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하고,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붕괴 종료 후 남은 충돌에너지에 의해 프

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초기 최대하중은 낮은 Surface convex 

타입과 surface concave 타입의 경우, 최초 접촉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거의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초기 최대하중

을 비드삽입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최초 충돌시 

충돌에너지가 프론트 사이드 멤버에 전달되는 것

을 방지하고, 또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충돌에너지 흡수능 이후 붕괴길이당 충돌

하중의 증가량이 큰 surface convex 타입의 경우, 프

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surface concave 타입은 충돌에너지 흡수능 이후 붕

괴길이당 충돌하중의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프론트 사이드 멤버까지 충돌하중이 전달

되지 않으며,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돌에너지 흡수능 

이후 충돌하중의 증가량 또한 알루미늄 크래쉬 박

스의 설계에 있어 중요한 설계인자임을 의미한다. 

프론트 사이드 멤버 충돌실험결과를 통해 surface 

concave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가 저속충돌

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형상임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속충돌조건에서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비드형상을 유한요소해석과 충돌실험을 통

해 선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 normal 타입의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문제점을 충돌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크래쉬 박

스의 초기 최대하중은 최초 충돌시 사이드 멤버의 

변형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크래쉬 박스의 붕괴

종료 후 남은 충돌에너지에 의해 사이드멤버가 변

형된다. 

(2) 비드형상에 따른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의 

충돌성능을 평가한 결과, edge concave 타입의 경우, 

168.2 kN으로 초기 최대하중의 저감효과는 미미하

였으며, surface convex 타입과 surface concave 타입

은 각각 153.0 kN, 144.3 kN으로 충분한 초기 최대

하중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surface convex 타

입과 surface concave 타입은 유사한 충돌에너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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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나타내었으며, edge concave 타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알루미늄 크래쉬 박스와 결합된 프론트 사

이드멤버의 충돌실험결과, 크래쉬 박스의 충돌에

너지 흡수능과 더불어 충돌에너지 흡수능 이후 충

돌하중의 증가량이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여

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충돌에너

지 흡수능 이후 충돌하중의 증가량이 작은 surface 

concave 타입이 가장 작은 프론트 사이드 멤버의 

변형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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