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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Rs 크라운 반지름: (crown)

Rk 너클단면 반지름: (knuckle section)

P 내부 압력:

kt 토리구형 돔의 응력강화 계수:

σa 허용응력:

E 용접 이음부 효율:

F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 볼트 체결력: 3

N 볼트의 개수:

Fi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에서 볼트: 2

체결력

A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 볼트부위 전: 3

체 단면적

Ai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에서 볼트: 2

부위 단면적

X 설계 변수: (design variable)

F(X)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

Hk, Gj 제한조건: (constraint condition)

X
L
, X

U 각 설계 변수의 하한상한 값: /

안전계수n :

서 론1.

연소관은 주로 로켓 미사일 발사체 등 항공, ,

우주 및 국방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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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토리구형 돔 형상을 갖는 연소관의 치수 최적화를 통한 경량화와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

였다 치수최적화 설계는 빠른 설계 검증을 위하여 볼트의 단면적 비가 고려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 2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때 해석 프로그램은 을 이용하였. , ANSYS APDL(Ansys Parameter Design Language)

고 해석법은 법과 법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설계 변수로는 연소관의 돔과 실린더 부위, sub-problem first-order .

의 두께를 선정하였다 수정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은 차원 유한요소 모델과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2 3

신뢰성을 확인하였고 초기설계 단계에서 수정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연소관의 구조 안, 2

전성 평가와 빠르고 정확한 경량화 설계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소관의 안전계수에 따른 최적화 해석 결과.

최대 의 무게 절감 효과를 확인하였다17.6% .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tructural integrity and weight of a rocket motor with a torispherical dome by

size optimization. Size optimization was achieved by first-order and sub-problem methods, using the 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 (APDL). For rapid design verification, a modified 2D axisymmetric finite-element model was used,

and the bolt pre-tension load was expressed as function of the ratio of the cross-sectional area. The thickness of the

dome and the cylindrical part of the rocket motor were selected as the design parameters. Our results showed that the

weight and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ocket motor at the initial design stage could be determined more rapidly and

accurately with the modified 2D axisymmetric finite-element model than with the 3D finite-element model; further, the

weight of the rocket motor could be saved to maximum of 17.6% within safety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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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제 연소 시 발생하는 고압 및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1,2)

일반적으로 연소관은 돔 부위와 실린더(dome)

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 시 불연(cylinder) ,

속 부위가 없는 실린더 부위는 탄성막 이론

을 적용하고 불연속 부위가 존(membrane theory) ,

재하는 돔과 실린더의 연결부는 변위 및 응력 변

화가 커서 응력집중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굽힘

이론 을 적용하여 치수를 결정하게(bending theory)

된다 또한 발사 시에 연소관의 중량은 제품 성. ,

능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소관 경량화

를 위한 연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제성 및 성능이 우수한 연

소관을 만들기 위해 최적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3)

최적설계는 주어진 모든 설계조건을 만족시키

면서 동시에 가장 경제적인 설계치를 찾는 것으

로 설계변수의 특징에 따라 형상 최적설계(shape

위상 최적설계optimization), (topology optimization)

그리고 치수 최적설계 로 나눠진(size optimization)

다 위상 최적설계는 모든 하중 조건과 경계 조.

건 그리고 가능한 최대의 설계 영역을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디자인에 맞는 초기 모델

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로 초기 설계단계에서 이

용되며 형상최적 설계는 위상 최적설계와는 달,

리 설계 초기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설

계의 완성 단계에서 약간의 형상 변경을 통하여

국부적인 응력 집중 등을 해소시키데 이용된다.

반면 치수 최적설계는 설계의 완성 단계에서 설,

계 변수에 따른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목

적함수 값을 찾을 때 이용된다.
(4)

등Holroyd
(5)은 평평한 가스 실린더의 최적설계

문제를 수치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등, Malinowski
(6)

은 원형 용기의 샌드위치 이랑이 있는 평평한 조

절장치 판의 최적설계를 연구하였다 또한. ,

등Spence
(7)은 압력용기 내부 압력 집중 원인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벽 두께에 따른 최적의 돔,

형상을 제시하였다 또 등. , Magnucki
(8)은 내압이

작용하는 수평한 원통형 돔의 지지대 길이 최적

화를 연구하였다.

실제 연소관은 위 아래 플렌지 부분에 불규칙,

한 체결볼트수를 갖고 있어 차원 유한요소 모델3

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해야 하나 차원 유한요, 3

소 모델의 경우 해석 및 모델링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어 설계단계에서는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

다 따라서 빠르고 정확한 최적설계검증을 위해.

서는 새로운 해석방법이 필요하다.
(9) 본 연구에서

는 토리구형 돔 형상을 갖는 연소관(torispherical)

의 치수 최적화 설계를 위하여 단면적비(ratio of

를 고려한 체결력cross-section area) (pre-tension

을 볼트에 적용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load) 2

델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시된 차원 축대칭 유. , 2

한요소 모델은 차원 상세 유한요소 모델과의 비3

교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연소관의.

기준 모델 치수는 의 압력용기 설계 기준ASME

에서 제공되는 박판 기준식 을(membrane equation)

기초로 안전계수 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이1.4 .

때 구조적으로 최대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

는 에서 까지의 안전계수를 변수로 선정하1.0 1.3

여 돔 및 실린더 부의 두께 변화에 따른 경량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연소관의 최적화 해석은 상.

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의ANSYS APDL(Ansys

을 이용하였다Parametric Design Language) .

연소관 적용 재료 및 형상 정의2.

재료의 물성2.1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연소관의 적용 재질은 마

레이징 이며 에 재료의 물성(maraging)250 , Table 1

을 나타내었다.

2.2 토리구형 돔 형상(Torispherical)

토리구형 돔 형상은 구형과 실린더의 접합부에

서 발생되는 응력 집중 및 불연속성 자오선 형,

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너

클부 를 첨가한 형태의 돔으로서(knuckle section) ,

Rk/Rs 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이때 설계 기=0.26 . ,

준 두께는 Hohn
(10)이 많은 실험을 통해 얻은 식

을 참고하여 구하였으며 이 식은 코드(1) , ASME

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은 토리구형. Fig. 1

돔 형상을 나타내며 여기서, t1과 t2는 각각 돔과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Density

(kg/m
3
)

Yield strength

(MPa)

186 0.3 7,850 1,974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Maraging 250



토리구형 돔 형상을 갖는 연소관의 치수 최적화 설계 연구 569

실린더부의 두께로 치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

수이다 는 실린더의 지름이고. Di , Rk는 설계 변수

t1과 t2의 변화에 따라 Rk/Rs 의 비율을 유지=0.26

하면서 조정되도록 지정하였다.

(1)

볼트 단면적 비를 적용한 차원3. 2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의 신뢰성 검증

단면적 비를 고려한 차원 축대칭 유한요3.1 2

소 모델의 제시

일반적으로 연소관의 돔 구조는 축대칭 구조물

로서 구조해석 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을2

적용하며 이를 통해 모델링 시간 및 해석의 수,

렴성을 높여 빠른 설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러나 와 같이 볼트와 플렌지를 포Fig. 2 함한 실제

Fig. 1 Design parameters of torispherical dome type

Fig. 2 Comparison of cross section area for bolt
between 2-D axisymmetric and 3-D finite
element model

연소관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체결 볼트 및 볼

트가 체결되는 플렌지 때문에 차원 축대칭(flange) 2

유한요소 모델에서 모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볼트부위를 포함한 차원 축2

대칭 유한요소 모델을 제시하여 차원 유한요소, 3

모델이 가지는 모델링 및 해석 시간의 단점을 보완

하고 빠른 설계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실. ,

제 모델의 체결볼트는 원주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체결되어 있어 체결력 적용 시 차원 축대칭 유한2

요소 모델에는 동일한 모사가 어렵기 때문에 단면

적 비를 고려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3.2

은 해석에 적용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Fig. 3 2

모델과 차원 유한요소 모델 의 경계 및 하중 조3 p

건을 나타낸다 이때 유한요소의 밀도는 서로 동. ,

일하게 적용하였다.

(a) 2-D axisymmetric finite element model

(b) 3-D full finite element model

Fig. 3 Boundary conditions of rocket motor c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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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관의 경계 및 하중 조건은 수압시험 조건을

고려하여 의 내압을 적용하였고13.79 MPa(2000psi) ,

치구와 연소관 그리고 볼트와 치구 사이에는 실험,

을 통해 얻은 마찰계수(μ 를 고려한 접촉조건=0.25)

을 부여하였다 또한 나사선 부위를 모델링하여 적.

용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의 볼트와 연소관2

사이도 마찰계수(μ 를 고려한 접촉 조건을=0.136)

부여하였고 나사선 부위를 고려하지 않은 차원 유, 3

한요소 모델의 볼트와 연소관 사이는 접착 접촉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때 차원 유(bonded contact) . , 3

한요소 모델에서 나사선 부위를 실제와 같이 모델

링 하지 않은 이유는 해석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이

고 이는 실제 나사선이 고려된 모델과 접착 접촉, ,

조건이 부여된 모델의 결과 비교를 통하여 나사 체

결부의 접착접촉조건 모델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원 유한3.3 2 3

요소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제시된 토리구형 돔 형상을 갖는 연소관의 차2

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원 유한요소 모델3

Fig. 4 Comparisons of hoop and axial displacement
for 2-D axisymmetric and 3-D finite element
model

Fig. 5 Comparisons of Von-Mises stress for 2-D
axisymmetric and 3-D finite element model

에 대해 탄소성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단면적 비

를 적용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의 신뢰성2

을 확인하였다.

는 연소관 내부의 변위량을 원주방향과 축Fig. 4

방향에 대해 각각 그래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이때 원주방향의 최대변위는 차원 축대칭 유. , 2

한요소 모델에서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1.65mm, 3

로 의 오차를 확인하였고 축방향의 최1.56mm 5.8% ,

대변위는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에서2 2.60mm,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 로 의 오차를3 2.69mm 3.3%

확인하였다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원. 2 3

유한요소 모델 모두 원주방향 변위는 실린더 부에

서 최대값을 보이고 축방향 변위는 돔과 실린더가,

연결되는 부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돔과 치구가

만나는 부위에서 최대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는 연소관의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Fig. 5 2

과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응력3 Von-Mises

분포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최. , Von-Mises

대 응력은 차원 축대칭 모델에서2 1,176 MPa, 3

차원 모델에서 로 의 오차를 확인1,199 MPa 1.9%

하였으며 돔과 치구가 만나는 부분 너클 반경, ,

(Rk 과 크라운 반경) (Rs 이 만나는 부분 돔과 실린) ,

더가 만나는 부분에서 기하학적 불연속이 크기

때문에 응력집중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게는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에서2 85.2kg,

차원 유한요소 모델에서 으로 의 오3 84.76kg 0.5%

차가 발생하였다.

는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Table 2 2 3

원 유한요소 모델의 응력 및 변위 결과를 비교하

여 나타낸 것으로 거동이 잘 일치하며 그 오차,

도 최대 이내로 확인하였다 이때 차원 축5.8% . , 2

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원 유한요소 모델의 해3

석 결과 차이는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에서2

체결볼트부의 모사가 실제 차원 형상과 차이가3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차이가 미비,

Type

Displacement
(mm)

Von-Mises
Stress
(MPa)

Mass
(kg)

Hoop Axial

2-D 1.65 2.60 1,176 85.20

3-D 1.56 2.69 1,199 84.76

Error(%) 5.8 3.3 1.9 0.5

Table 2 Results of 2-D axisymmetric and 3-D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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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단면적 비를 갖는 차원 축대칭. 2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체결

볼트가 고려된 연소관의 돔 형상 변화에 따른 치

수 최적화 설계를 통해 모델링 시간 및 해석시간

의 단축을 통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치수 최적화 해석4.

연소관의 치수 최적 설계 정식화4.1

연소관은 내압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한 상태

에서 내부체적은 높이고 무게는 최소화해야한다.

이에 연소관의 최적화 문제는 아래 식 과 같은(3)

수식으로 표현되며 이는 목적함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최적화기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수행

하여 이루어진다.

Find{X} = (X1,X2, , X… N)

Minimize F(X)

Subject to Gj(X) 0 j = 1, 2, , L (3)≤ …

Hk(X)=0 k = 1, 2, , M…

Xi
L

X≤ i X≤ i
U

i = 1, 2, , N…

본 연구에서 연소관 최적화 해석을 위해 사용된

에서는 설계 변수 및 구속 조건에 의하여 구ANSYS

속되는데 이러한 구속이 없는 목적함수는 벌칙 항

이 부가되며 이와 같은 구속이 없는(penalty term) ,

목적 함수를 풀기 위해서는 SUMT(subsequential

기법을 이용한다unconstraint minimization technique) .

그리고 수렴은 식 와 같은 변수 및 목적(4), (5)

함수에 대한 공차 보다 작으면 만족한T(tolerance)

다.
(11,12)

(4)

(5)

where, T=0.01×(Max-Min)

본 연구에서는 해의 수렴성 및 모델링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정된 차원 축대칭 모델을 이용2

하여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였다 에 나타나. Fig. 6

있듯이 설계변수로 상부 돔의 두께(t1 와 실린더)

의 두께(t2 를 취하였고 하부 돔에서는 노즐이 조) ,

립되는 부위로서 안전성을 위해 선정된 두께

로 고정하였다 이때 설계변수인 돔과 실린6mm . ,

더 부위에 대한 각각의 두께 변화 시 불연속 부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델링 하였다 제한조건.

으로는 설계 안전계수 기준 그리(n) 1.0, 1.1, 1,2

고 을 고려한 재질의 항복강도 값1.3 (Smax 이며) ,

목적함수는 연소관의 무게(W 이다 연소관의 제) .

한조건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무게가 가장 가벼운

연소관 모델의 치수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소관의 치수 최적화 설계 과정을 아래 식 과(6)

같이 구성하였다.

Find{X} = (t1, t2)

Minimize W (6)

Subject to Smax Yield stress(n=1.0~1.3)≤

토리구형 돔 형상 연소관의 최적화 해석4.2

결과

토리구형 돔 형상의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2

델에 대한 최적화 해석은 응답변수 의 가(DV, SV)

치만을 사용하여 빠른 결과도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이를 이용한 방법Sub-problem First-order

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은 토리구형 돔 형상에서의 최적화 해석Fig. 7

결과를 나타낸다 기준 모델 은 탄. (refernce model)

성막 이론과 굽힘 이론을 이용하여 얻은 두께 값

을 적용한 모델로 상부 돔 부위가 실린더3.8mm,

부위는 의 두께를 갖는다 반면 안전 계수3.2mm . ,

일 때의 최적화 해석 결과 상부 돔에서1 . 3

실린더에서 의 두께가 각각 줄어든0.6mm, 0.7mm

최적화 모델이 도출되었다 또 안전 계수 일. , 1.2

때 상부 돔에서 실린더에서 의 두0.8mm, 0.9mm

께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안전 계수 일 때 상, 1.1

부 돔에서 실린더에서 의 두께가1.1mm, 1.1mm

Fig. 6 Design parameters for rocket motor case

     ≺ 
       ≺ 

  ≺  for   … 
  

 ≺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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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ckness of dome and cylinder part

(b) Von-Mises stress

.

(c) Weight

Fig. 7 The results of size optimization according
to safety factor

각각 줄어든 최적화 모델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으로 안전계수 일 때에는 상부 돔에서1.0 1.1mm,

실린더에서 의 두께가 각각 줄어든 최적화1.2mm

모델이 도출되었다 이때 응력 결과는 각 안전계. ,

수를 제한 조건으로 하여 최적화 해석이 수행되

었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나타냈다, . 이때,

무게는 초기 모델을 기준으로 안전계수 일 때1.3

일 때 일 때 일 때9.0%, 1.2 11.6%, 1.1 14.7%, 1.0

가 절감됨을 확인하였다15.6% .

따라서 수정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을2

이용하여 최적화 해석을 수행할 경우 차원 상세3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할 때보다 모델링 시간 및

해석 수렴 시간이 절감되어 빠른 설계 검증에 효

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설계자는 연소관.

의 경량화를 위한 최적설계 시에 항복응력에 대

한 적절한 안전계수를 선정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만족하는 최적의 두께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결 론5.

본 논문은 단면적 비를 고려한 차원 축대칭2

유한요소 모델을 제시하여 돔 형상 변화에 따른

치수 최적화 설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과 차원 유한(1) 2 3

요소 모델의 탄소성 구조해석 결과 비교를 통하

여 모델링 및 해석 수렴시간이 절감되는 수정된

차원 축대칭 유한요소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때2 . ,

볼트 체결력은 차원 유한요소 모델과의 체결 볼3

트 단면적 비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토리구형 돔 형상이 적용된 연소관에 대하(2)

여 돔과 실린더의 치수 변화에 따른 무게를 목적

함수로 선정하여 무게의 절감을 위한 최적화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안전계수가 인 경우, 1.3 9.0%,

인 경우 인 경우 그리고 인1.2 11.6%, 1.1 14.7% 1.0

경우 의 무게 절감을 확인하였다15.6% .

연소관 설계 시 이론식을 통한 초기모델을(3)

기준으로 단면적 비를 고려한 수정된 차원 축대2

칭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최적화 해석을 수,

행하면 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할 때보다 빠3

른 설계 검증 및 경량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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