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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문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1,2]. 자동차 산업에서 에너지 절감은 연

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차량의 경량화에 많은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자동차 중량은 연비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동

차 경량화는 자동차 전반의 성능을 부가적으로 향상시킨다[3]. 이러

한 방향은 미래자동차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요구되는 트렌드이다. 
미래자동차인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구동제어 시스템과 전장제어 

부품 등이 장착되고,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부품에 스택부품, 
수소저장부품, 수소공급부품 등이 추가적으로 장착됨에 따라 자동

차 무게가 증가하는 큰 요인이 된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 발전으로 

인해 최근 친환경 자동차 제작을 위한 연비개선이 화두이다. 연비 

개선은 크게 엔진 및 구동계 개선, 공기저항 감소 디자인, 대체 에

너지 구동, 차량 경량화로 축약 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대체 에너지 구

동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많은 연구로 인해 생산이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게 소요되는 한계가 있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차량 경량화 방법의 경우 경량 소재 

부품 적용으로 자동차 적용 주기가 매우 짧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 여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과 복합소재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 개발하여 제품

을 경량화 하고자 한다. 
기존의 카울크로스멤버는 전체가 스틸로 조립 되어 있는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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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근 자동차의 경량화 실현을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알루미

늄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4-6]. 카울크로스멤버는 크래시패드를 

지지하고 이를 자동차 차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크래시

패드를 지지하는 주 구조물과 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부 구조

물로 조합되어 있다. 여기서 주 구조물은 알루미늄, 부 구조물을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자동차 경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

다. 주 구조물의 경우 일정이상 강성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알루

미늄 압출공법으로 설계 검토하였다. 부 구조물은 알루미늄 압출

재를 인서트 사출성형 방식으로 사출소재는 복합소재로 설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압출공법을 통해 제작된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를 

사용한 인서트 사출성형으로 제작된 부 구조물을 장착한 하이브리

드 카울크로스멤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제품의 기능 및 성능 평

가를 위해 알루미늄 바와 복합소재의 접합강도시험을 하고 알루미

늄 바를 인서트 사출성형시 사출압에 의한 알루미늄 바의 변형을 

분석하였다. 접합강도와 알루미늄 바의 변형이 최적이 되는 범위

를 결정하여 알루미늄 바의 단면을 결정하고 카울크로스멤버 시제

품을 제작하였다. 개발품에 대한 진동시험을 통해 제품의 내구성

을 평가하였으며[7], 마지막으로 실차 적용 후 슬레드 시험을 통해 

개발품의 완성도를 평가하였다.

2. 본 론
2.1 연구대상 부품

연구대상 부품은 자동차 부품 중 카울크로스멤버로 차량의 실내 

크래시패드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크래시패드를 지지하는 

동시에 자동차 차체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또한 스티어링 시스템

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며 자동차 좌우 방향의 휘어짐이나 뒤틀림 

방지 역할도 한다. Fig. 1은 카울크로스멤버의 형상과 자동차 내에

서 카울크로스멤버와 크래시패드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카

울크로스멤버가 자동차 차체 및 크래시패드에 접합될 때 브라켓 

부분별 특성으로 ①은 충돌 흡수하는 브라켓으로 운전석 밀림량, 
무릎 하중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며, ②는 조타강성을 위

한 브라켓으로 핸들 동작 시 즉각 반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③은 

진동 강성을 보완하는 브라켓으로 핸들과 공진 회피 및 강건 설계

가 필요한 부분이다. ④는 자동차 차체에 마운팅 강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마운팅을 위한 구조적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구조로 변경 할 경우 기존의 스틸 소재 대비 최소 30%까지 경량화

를 추구할 수 있다.

2.2 시제품 제작
카울크로스멤버의 알루미늄 바는 압출공법을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알루미늄 바의 단면은 원형과 사다리꼴 형상으로 설계하

였다. Fig. 2는 두 가지 알루미늄 바의 단면을 설계 도면을 나타낸

다. 소재의 두께는 2.0 ~ 3.5 mm로 0.5 mm 간격으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압출성형 금형은 STD61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금형

의 표면은 이온질화처리를 하여 금형의 마모를 최소화시켜 시제품

의 품질을 확보하였다.
카울크로스멤버의 브라켓 부는 압출된 알루미늄 바를 사출 금형

에 인서트하여 제작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사출성형 부와 알루미

늄 바의 연결부는 외력에 의해 분리 되지 않게 설계 하는 것이 중요

한 요소이다. 따라서 Fig. 3과 같이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사출

성형 브라켓 연결부는 외력에 의해 분리 되지 않게 설계되었으며, 
이는 제작된 시제품의 외력 시험을 통해 연결부 구조를 검증 할 

계획이다. 또한, 원형 및 사다리꼴 형상의 알루미늄 압출바에 제작

된 브라켓 연결부에 대한 접합성 시험을 비교 평가할 계획이다.

3. 실 험
3.1 복합소재와 알루미늄 바의 접합강도 및 변형 시험

복합소재와 알루미늄 바의 접합강도 시험을 위해 Fig. 4와 같이 

지그를 제작하였다. 시험방법은 알루미늄 바를 지그에 고정하고, 
복합소재와 알루미늄 바의 연결부는 구속을 하지 않았으며 외력은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복합소재부에 가하였다. 이때 외력은 스트

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알루미늄 바와 복합소재부

가 외력에 의해 분리되면 실패(Fail)로 간주 하였다. 알루미늄 바는 

복합소재 사출성형에서 복합소재가 알루미늄 바에 접합강도를 높

이기 위해 정전분체도장(Electrostatic Powder Coating)과 금속접

Fig. 1 Position of cowl cross member in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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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Metal Plastic Adhesion) 에칭(Etching) 타입으로 표면처리 하

였다.
Table 1은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적용한 사출물에 대한 접합

강도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접합강도 시험은 원형과 사다리꼴 

형상에 정전분체도장과 금속접합 에칭한 시험편을 각각 3개씩 준

비하여 시험하였다. 접합강도 시험 결과는 3개의 시험편의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다. 접합강도 시험 결과 정전분제도장의 원형 알루

미늄 바와 사다리꼴 알루미늄 바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금속접합 에칭에 의한 접합강도는 정전분체도장에 비해 현저히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접합 에칭 된 원형 알루미늄 

바의 경우 외력에 의한 파괴로 본 연구 제품에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5는 원형과 사다리꼴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적용 사출 

성형 후 알루미늄 바의 단면 방향으로 변형을 나타내었다. 이 변형

은 사출성형시 사출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사출압은 

서출성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제품의 형상에 따라 변화 하며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미 성형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형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높은 사출압을 요구하게 되나, 본 

연구의 경우 너무 높은 사출압으로 알루미늄 바의 변형을 야기 

시킨다. 이로 인해 사출압력 약 70 MPa일 때, 사다리꼴 알루미늄 

바가 사출압력에 의해 모든 소재 두께에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의 경우 소재 두께 2.0과 2.5 mm에서는 변형이 

발생하였으나, 소재 두께 3.0 mm 이상일 때 변형이 발생하지 않

았다. 따라서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사출을 적용한 카울크로스

멤버 개발은 강성측면에서 유리한 사다리꼴에 사출압력에 유리한 

원형을 융합한 알루미늄 바 설계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3.2 카울크로스멤버 진동시험 분석
Fig. 6에서는 복합소재와 알루미늄 바와 접합강도 및 표면 변형

시험 결과를 통해 원형과 사다리꼴이 융합된 단면의 카울크로스멤

버 알루미늄 바를 설계 반영하여 시제품 제작한 것을 나타내었다. 
제작된 시제품을 통해 진동시험 분석을 하였으며 이는 개발품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 환경이 

고유진동에 의한 공진점이 일어나는 환경과 공진점이 없는 환경으

 

Fig. 2 Section type of cowl cross member

Fig. 3 Connections between aluminium bar and bracket parts

Fig. 4 Adhesion examination system

Table 1 Adhesion examination result

Shape of 
aluminiu

m bar

Surface 
treatment

of aluminium 
bar

Thickness
of aluminium 

bar (mm)

Strength
(kgf)

Max.
displacement.

(mm)

Circle
type

Electrostatic 
powder coating

2.5 566.8 5.4
3.0 571.2 5.6
3.5 599.0 6.5

Metal plastic 
adhesion
(etching)

2.5 51.2 1.3
3.0 60.1 1.4
3.5 61.0 1.2

Trapezoid
type

Electrostatic 
powder coating

2.5 516.0 7.0
3.0 590.8 9.1
3.5 620.6 7.6

Metal plastic 
adhesion
(etching)

2.5 392.8 7.4
3.0 340.5 6.9
3.5 364.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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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각각의 환경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명을 요구하

는 상황에서 실험적 분석하였다.
Fig. 7은 고유진동수시험을 위한 장치 및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

다. 고유진동수시험 방법은 임팩트 해머를 이용한 모달 시험 분석

방법을 선택 하였으며, 이는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임팩트 해머

로부터 나오는 충격가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신호분석은 6포인트를 기준으로 상하, 전후, 좌우에 센서를 부착

하였다. 신호분석 결과 상하방향에서 1차 공진모드 41 Hz에서 발

생하였고, 2차 공진모드는 전후방향 44 Hz에서 발생하였다. 그리

고 3차 모드는 56 Hz, 88 Hz에서 발생하였으며, 각각의 포인트 

값을 오버랩으로 공진점을 분석 하였다. 공진점은 자동차의 공회

전시 회전수(600 ~ 900 RPM)에 의해 엔진의 부하, 연료소모, 발
진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38 Hz의 아이들(Idle)주
파수 이상의 주파수 성능을 가져야 한다.

Fig. 8은 진동내구시험 조건으로 개발품을 장착한 상태를 나타

내었다.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의 진동내구시험은 각각의 방

향에 대한 공진점을 기준으로 KS R 1034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

였다. 이 시험방법은 5 Hz에서 100 Hz 주파수 대역에서 공진점을 

기준으로 공진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시험을 하였

으며, 공진점이 없는 경우는 67 Hz 진동수에 진동가속도 29.4 
m/s2 (3G)조건으로 상하는 4시간, 전후, 좌우는 2시간씩 시험한

다. 그리고 공진점이 있는 경우는 상하는 1시간, 전후, 좌우는 0.5
시간씩 시험을 하고, 67 Hz, 29.4 m/s2 (3G)조건으로 상하는 3시

간, 전후, 좌우는 1.5시간씩 시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진동

내구시험 조건으로 진동가속도는 3G로 하였고, 상하 88 Hz에서 

1 h, 67 Hz에서 3 h, 전후 56 Hz에서 0.5 h, 67 Hz에서 1.5 h, 
좌우 67 Hz에서 2 h으로 시험하였다. 진동내구시험은 고유진동 

측정과는 달리 시제품의 전체 가진 조건을 고려하여 시제품의 지

그가 평평한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지그는 100 Hz까지 공

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되어 제작되었다. 시험장비는 IMV社
의 10톤 진동시험장비로 가진력이 100,000 Nm, 10,204 kgf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진 주파수는 5 ~ 2,500 Hz까지이며, 진폭은 51 
mm, 속도는 3 m/s까지 제어가 가능한 장비이다. 

시험 결과 분석은 진동내구 시험 후 개발품에 대한 크랙이 발생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육안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진동

내구 시험 후 육안검사 결과 개발품이나 지그와의 장착 부 등에서 

크랙 부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크랙은 개발품을 지그부에 고

정하는 볼트부위나 노치부에서 발생하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발

품은 크랙이 발생하지 않았다.

3.3 카울크로스멤버 슬래드 시험 평가
자동차 충돌시험은 완성차를 충돌하여 탑승자의 상해치를 평가

하는 방법과 완성차 일부로 만든 지그를 개발된 부품을 장착하여 

충돌 모의시험을 통해 탑승자의 상해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

이 있다. 완성차를 충돌하여 상해치를 검토하는 방법은 개발된 완

성차 전체의 구조 및 시스템의 파괴 정도나 탑승자의 상해치를 이

Thickness 
(mm) Circle type Trapezoid type

2.0 t

2.5 t

3.0 t

3.5 t

Fig. 5 The deformation of component by injection molding

Fig. 6 Cowl cross member of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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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차량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완

성차를 제작 하거나 자동차 구조의 시스템 상 중요한 부품일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완성차 일부로 만든 지그에 

개발된 부품을 장착하여 충돌 모의 시험하는 방법을 슬레드(Sled)
시험이라고 부른다.

Fig. 9는 슬레드 시험 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개발된 카울

크로스멤버를 크래시패드 등 관련 부품에 조립하여 차량 모양의 

지그에 장착하고 지그는 일정 길이의 레일을 따라 전진하여 충격

흡수 장치에 충돌하게 되며, 이때 충돌 에너지를 지그에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충돌에 의해 개발품이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분리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완성차 충돌과 같이 슬레드 시험방법은 FMVSS208에 의

거하여 5% 여성 성인더비를 안전띠 미착용 조건으로 시험 한다. 
여기서 5%는 성인 여성 기준 5% 신체 조건을 가지 여성으로 볼 

수 있다. 충돌조건은 정면 고정벽 충돌 시험 조건과 같은 충격에너

지가 발생 할 수 있도록 모사하였고, 인체상해치의 최고치는 6.805 
kN 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Fig. 10은 슬레드 시험 전･후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자동차 일부

로 구성된 지그에 개발품을 장착하고 더미는 조수석에 안착시켰다. 
또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될 것이고, 더미의 헤드 충돌 위치 확인

Fig. 8 Set up for vibration durability test

Fig. 9 Sled experimental equipment

(a) Modal test set up

(b-X axis) FRF at all point (Hz) 

(b-Y axis) FRF at all point (Hz)

(b-Y axis) FRF at all point (Hz)

Fig. 7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 at all point



Dong Il Son et al.

398

을 위해 전면부 빨간색 마킹을 하였다. 시험 결과 사진에서 보듯이 

더미의 헤드 전면부가 에어백에 충돌 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품은 슬레드 시험 후에서 지그에서 불리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다.
Fig. 11은 슬레드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인체 상해치는 다

리의 대퇴부를 평가하였다. 왼쪽의 대퇴부는 4.13 kN, 오른쪽 대

퇴부는 4.31 kN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MVSS208 충돌 시험 

법규 최고치 6.805 kN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

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가 인체상해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과 복합소재를 융합하여 하이브리드 카

울크로스멤버 개발한 제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에 대해 이종 소재의 접합문제와 알루

미늄 인서트 사출성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품에 대해 진동내구

시험과 슬레드 충돌시험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제시하였다.
1)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는 알루미늄과 복합소재가 융합

된 제품으로, 두 이종 소재 간 접합 문제를 알루미늄 바 압출 공정

과 생산된 제품의 인서트 사출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이를 위한 접

합부 설계 방향을 제시하고 접합강도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알루미늄 바의 단면 설계를 위해 원형 및 사다리꼴 형상의 

단면 제품을 두께별로 각각 제작하였고, 인서트 사출성형 시 사출

압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알루미늄 단면을 시험을 통해 

제시였다.
3)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멤버의 내구 성능 평가를 위해 고유진

동시험을 통해 공진모드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진동내구시험

을 통해 개발품의 내구 성능을 검증하였다.
4) 완성차에 가까운 충돌 성능 평가를 위해 개발품을 실제 차량

과 모사하여 장착 후 슬레드 시험을 통해 개발품에 대한 실차에서

의 성능 평가를 통해 개발품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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