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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efficient technique is developed to predict failure probability of three failure modes(case rupture, fracture and bolt 

breakage) related to solid rocket motor case due to the inner pressure during the mission flight. The overall procedure consists of the 

steps: 1) design parameters affecting the case failure are identified and their uncertainties are modelled by probability distribution, 2) 

combustion analysis in the interior of the case is carried out to obtain maximum expected operating pressure(MEOP), 3) stress and 

other structural performances are evalu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FEA), and 4) failure probabilities are calculated for the above 

mentioned failure modes. Axi-symmetric assumption for FEA is employed for simplification while contact between bolted joint is 

accounted for. Efficient procedure is developed to evaluate failure probability which consists of finding first an Most Probable Failure 

Point(MPP) using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FORM), next making a response surface model around the MPP using Latin 

Hypercube Sampling(LHS), and finally calculating failure probability by employing Importance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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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나로호가 성공 으로 발사되고,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공 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 궤

도로 올리기 한 로켓 추진기 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 ,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의 경우, 다른 추진기 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높은 추력을 발생시키며, 사용  취

이 쉽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며, 연소 단·제어가 어려운 단 도 존재한다. 이 때

문에, 로켓의 작동 환경이 변하거나 비교  사소한 결함일지

라도 발생 시 여러 가지 고장모드가 발생하게 되고, 로켓 

체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재개발  기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체로켓 모터에 한 신뢰도 측은 필수 이다.

이 때문에  세계 으로 2~30년 부터 여러 가지 기법을 

용하여 고체로켓의 신뢰도 측 연구를 진행하 다. Cruse 

등(1990)은 우주 추진체 부품(터보펌 , 터빈의 회 날개)의 

응력 괴에 한 확률  구조해석을 해서 mean value 

first-order second moment(MVFOSM)과 advanced- 

MVFOSM을 통해 신뢰도지수(reliability index)를 탐색하

여 신뢰도를 측하는 기법을 제시하 다. Zheng(1993)에서

는 로켓 모터 이스의 응력 괴, 균열 괴에 해 역시 

MVFOSM 기법을 용하여 신뢰도 측을 수행하 다. 그러

나 MVFOSM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신뢰도지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고장확률을 계산할 때 정확하지 못한 단 이 있다.

Bozkaya 등(2005)에서는 고체로켓 모터의 신뢰도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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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러 가지 고장함수(응력 괴, 균열 괴, total impulse 

미달 등)에 해 반응표면을 구축하고, Monte Carlo 

Simulation(MCS) 방법으로 고장확률을 구하 다. MCS를 

이용하여 고장확률을 계산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계산을 할 때마다 결과값이 달라진다. 

한,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해서는 105~106회 이상의 

반복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함수가 복잡하거나 유한요소

해석과 같은 해석이 포함된 경우,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되어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법

을 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신뢰도 측에서 

리 사용되는 first-order reliability method(FORM)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Yang(1997)은 고체로켓 

모터의 gas generator 시스템의 고장모드( 화 실패)의 신

뢰도 측을 수행하 다. 이를 해, Generator 내부의 압력 

 온도 등의 물성치 변화를 측하는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한계상태함수를 도출하 다. 그리고 FORM을 

용하여 신뢰도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gas generator의 

신뢰도 측을 수행하 다. Kuran(2007)은 3가지 고장모드

(total impulse 미달, 로켓의 탈출 속도 미달, 최  가속도 

미달)에 해 고장확률을 구하 다. 이를 해 고장모드에 

FORM, 반응표면기법을 하나씩 용하여 각 기법별 고장확

률을 계산하고 MCS와 비교하 다. 그러나 FORM은 비선형

성이 강한 문제나 고장확률이 매우 낮은 사례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존재한다.

한, 이외의 다른 기법들을 사용하여 신뢰도 측을 수행

한 사례도 존재한다. Morio(2011)는 요도 추출법의 일종인 

non-parametric adaptive importance sampling(NAIS)

을 이용하여 고체로켓 부스터의 신뢰도 측을 수행하 다. 이

를 해 launch impact scattering에 해 한계상태방정식

을 정의하고, NAIS를 이용하여 impact scattering의 발생확

률을 계산하 다. 한, 이 결과를 MCS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Balesdent(2013)는 의 Morio(2011)와 동일하게 

launch impact scattering에 해서 kriging surrogate 

model을 기반으로 한 요도 추출법을 용하여 신뢰도 측

을 수행하 다. 이러한 요도 추출법은 고장이 발생하는 역

을 으로 하여 샘 링을 진행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MCS에 

비해 은 수의 계산으로도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요도 추출법을 용하는 역 선정 시, 잘못된 

역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계산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에서 제시된 연구의 단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고

체로켓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내압으로 인한 고장확률을 계

산하기 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내압으로 

인한 3가지 고장모드(응력 괴, 균열 괴, 볼트 체결 부 손)

를 정의하고, 확률기반 연소해석을 통해 maximum expected 

operating pressure(MEOP)의 확률분포를 구하여 이스의 

고장모드 계산에 용하 다. 한 신뢰도 측 정확도 향상을 

해 FORM과 most probable failure point(MPP)를 심

으로 한 반응표면기법, 그리고 요도 추출법을 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 인 신뢰도 측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

시하 다.

2. 본    론

Fig. 1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신뢰도 측 Process를 나타

낸다. 첫째로 고체로켓 모터 내에서 발생하는 연소과정을 모

델링하여 MEOP의 확률분포를 측하고, 이를 응력해석과 

신뢰도 측에 입력변수로 사용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고체로

켓 모터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통해 응력해석을 수행하며, 

FORM을 이용하여 각각의 입력변수들의 MPP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이 을 심으로 반응표면모델을 구축하고, 

요도 추출법을 통해 고체로켓 모터의 고장확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과 FORM, crude MCS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2.1 고체로켓 모터의 MEOP 측

이 장에서는 앞서 언 한 신뢰도 측 차  고장모드에 

가장 향력이 큰 MEOP를 계산하고, 확률분포를 측하는 

과정에 해 상세히 설명한다.

2.1.1 고체로켓 모터 연소해석

MEOP는 고체로켓의 추진 시,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고

체로켓 연소 의 압력  최 값을 의미하며 이를 계산하기 

해서는 아래 지배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고체로켓의 연소해

석을 수행해야 한다. 




   


(1)

 
 (2)

여기서 는 연소  압력, 는 추진제 질량 유량, 는 

후퇴율(regression rate), 는 추진제 도, 는 추진제 

연소 면 , 는 항력계수, 는 노즐 목 면 , 는 연소

 내부 온도, 은 추진제 몰 질량, 는 연소가스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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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reliability calculation

Parameter Name COV

 Initial temperature 0.03

 Nozzle throat 0.03

 Inlet diameter 0.03

 Outlet diameter 0.03

 Grain length 0.03

 Propellant density 0.02

 Burning rate constant 0.1

 Burning rate exponent 0.05

Table 1 Input parameter of MEOP calculation

Fig. 2 Chamber pressure over time

를 의미한다. 식 (2)에서 는 후퇴율 상수(burning rate 

constant), 은 후퇴율 지수(burning rate exponent)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고체로켓은 단일 port 추진제

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이상 로켓 조건으로 가

정하여 연소해석을 진행하 다. 이를 통해 의 지배방정식

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연소  내부의 압력을 계산하고, 

MEOP를 도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Sutton 등(2010)을 참

고하기 바란다.

2.1.2 확률변수 선정  MEOP 확률분포 계산

MEOP를 계산하기 해서는 식 (1)의 해를 구해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변수들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8개의 입력변수를 선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이때 변수들은 계산의 편의를 해 모두 정규분포로 

가정하 으며, Bozkaya 등(2005)과 Kim 등(2012)에서 

제시된 값에 따라 COV를 표와 같이 정하 다.

의 변수를 통해 연소해석을 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그래 에서 압력이 최 가 될 때의 값이 MEOP이며 

그 값은 약 12MPa이다. 

Table 1에서 선정된 확률변수를 이용하여 MCS, 즉 많은 

수의 입력변수 샘 을 생성하고 각 이스마다 MEOP를 구

하면 확률분포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고체로켓의 경우, 높

은 신뢰도(99%이상의 신뢰수 )의 결과를 얻기 해서는 

105회 이상의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산비용을 이기 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여 향력이 

큰 입력변수를 선별한 후, 이들에 한 반응표면을 다항식으

로 구축하여 압력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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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Fig. 4 PDF of MEOP 

  

Fig. 5 Boundary condition

입력변수의 평균과 COV가 정해지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고 이를 이용하여 각각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MEOP 결과

에 향력이 큰 변수를 선별한다. 민감도 해석을 해 각 변수

를 +σ만큼 변화시켜서 민감도(입력변수에 따라 결과 값이 변

화하는 정도)를 구하고, 그 결과가 5% 이상인 변수를 선별한 

결과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개의 변수(burning rate 

constant, burning rate exponent, throat radius)가 선

별되었다.

선별된 변수를 이용하여 반응표면을 구축하기 해 이들의 

평균과 COV 값을 이용하여 latin hypercube sampling 

(LHS)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실험 을 생성하 다. 이 은 

변수의 평균을 기 으로 ±3σ의 범  내에서 생성하며, 샘  

개수는 변수 3개의 2차 다항식의 계수 개수와 동일하게 10

개를 생성한다. 샘  생성이 완료되면 MEOP에 해 2차 

다항식으로 근사화하여 반응표면을 구축하고, 반응표면의 검

증을 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통해 결정

계수  을 계산한다. 계산 시, 반응표면의 계수의 수와 동일

하게 10개의 LHS 실험 이 용되었다. Fig. 4에 반응표면

을 이용하여 구한 MEOP의 확률분포를 표시하 으며, 그 결

과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가 각각 12.57, 3.21, 

0.6538  3.5934로 나타나 칭 이지 않은 분포임을 알 

수 있었다.

2.2 고체로켓 모터 이스의 응력해석

MEOP의 확률 분포가 계산되면, 이를 이용하여 로켓 모

터 이스에 해서 응력해석을 수행한다. 이를 한 고체로

켓의 형상 변수는 Table 2와 같다. 

Parameter Name COV

 Case thickness 0.03

 Case length 0.03

 Case radius 0.03

 Yield strength 0.03

 Fracture toughness 0.03

 Initial crack size 0.1

 Proof strength 0.03

 Displacement 0.01

 Fillet radius 0.05

Table 2 Structural parameter

이를 이용하여 연소 , 화기, 토출 , 노즐, 체결 볼트를 

모델링하 고, 재질은 AISI 4130 Steel 재질로 설정하 다. 

입력변수는 계산의 편의를 해 모든 변수를 정규분포로 가

정하 다(Bozkaya et al, 2005; Kim et al. 2012). 여기

서 볼트체결을 한 조임 길이 는 이스 체결을 해 볼트

에 력을 부여하기 해 가하는 조임 길이를 의미한다. 볼

트의 력을 입력변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임 길이로 

변환해야 하며, 이는 Budynas 등(2011)을 참고한다. 한편 

문헌 Choi 등(2010)에 의하면 로켓 모터 이스는 2D 축

칭 구조물로 모델링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여 본 연구

에서도 2D로 가정하 다. 

유한요소해석 시 연소 -볼트 체결 부는 겹쳐있는 node를 

하나로 통합하여 bonding하는 tied 조건을, 연소 -

화기, 볼트- 화기, 노즐-볼트, 노즐-연소  연결 부 에는 

조건을 부여하 고,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붉은 선

(굵은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조건을, 노란 선으로 표시

된 부분은 tied 이 용된 곳을 의미한다.

Fig. 6는 각 변수의 평균을 이용하여 로켓 모터 이스의 

von-Mises 응력을 구한 결과이다. 유한요소해석이 수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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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on-Mises stress of case

이스와 노즐, 볼트에 가해지는 von-Mises 응력과 주응력

의 최 값을 계산하는데 von-Mises 응력은 이스의 응력

괴와 볼트 손의 고장확률을, 주응력은 이스 균열 괴의 

고장확률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고체로켓 모터 이스의 

최  응력은 내부의 fillet에서 발생한다. 이 곳에서의 응력

의 크기는 최  482.1MPa로 이는 벽면에 가해지는 hoop 

stress( 153.4MPa)의 약 3배 정도의 크기를 갖

는 것을 알 수 있다.

2.3 로켓 모터의 신뢰도 해석

2.3.1 고장모드 정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후, 각각의 고장모드에 해 신뢰도

측을 수행한다. 신뢰도 측에 앞서 3가지 고장모드(응력

괴, 균열 괴, 볼트 손)에 해 한계상태방정식을 정의한다.

   (3)

   (4)

   (5)

식 (3), (4), (5)는 각각 응력 괴, 균열 괴, 볼트 손의 

한계상태방정식을 나타낸다. 식 (3)에서 는 MEOP, 는 

이스 재질의 탄성계수, 는 Table 2의 형상변수를 의미한

다. 식 (4)에서 는 괴 인성치, 는 응력확 계수, 

는 균열크기, 는 균열형상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를 의미한

다. 식 (5)에서 는 볼트의 보증강도, 는 볼트에 가해지

는 응력, 는 체결 토크로 인한 볼트의 력을 나타낸다. 

이  균열 괴의 경우, 주응력 방향으로 반월형 균열이 발

생한다고 가정하여 한계상태방정식을 정의한다. 균열이 반원

형일 때, 응력확 계수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Yang et 

al, 1993).

 


    (6)

여기서, 은 이스의 두께  반경을 나타낸다. 각각의 

고장함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고장이 발생한다. 

2.3.2 유한요소해석을 용한 FORM 수행

각 고장모드의 한계상태방정식이 정의되면 이를 이용하여 

FORM을 이용하여 MPP를 탐색하고 신뢰도지수를 계산한

다. FORM을 이용한 MPP 탐색 개념도를 Fig. 7에 보 다. 

자세한 수행 과정은 Mahadevan 등(2000)을 참조한다. 

Fig. 7 FORM(first-order reliability method)

여기서 MPP는 고장함수가 0이 되는 곡선 , 확률 분포

의 평균과 가장 가까운 지 의 변수 값을 의미한다. 신뢰도

지수 는 정규분포로 근사화된 고장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일반 으로 비선형성이 높지 않거나 COV가 작은 경우에는 

신뢰도지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확한 고장확률을 측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확도

를 높이기 해 추가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 반응표

면기법과 요도 추출법을 용하 는데, 이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한편 FORM을 용할 때, MEOP와 같이 정규분포가 아

닌 입력변수에 해서는 아래의 식을 통해 등가정규분포로 

변환하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7)

식 (7)에서 
 , 

은 각각 등가정규분포의 평균과 표

편차, 
는 번째 iteration에서의 변수 값을 의미한다. 

2.3.3 반응표면 구축

MPP가 계산되면 이 을 심으로 반응표면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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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Rupture Fracture
Bolt 

Breakage
Time(min)

FORM
0.0003024 

(139%)

0.01206 

(130%)

0.000259 

(162%)

10.9 

(0.03%)

Proposed
0.000231 

(106%)

0.00958 

(103%)

0.00021 

(131%)

26.5 

(0.08%)

MCS 0.000217 0.00926 0.00016 30,240

COV 0.2146 0.0327 0.25

Table 3 Failure Probability반응표면 구축 시, MEOP의 반응표면을 생성하 던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수행한다. 각각의 변수에 해서 평균을 기

으로 하여 ±3σ의 범 에서 LHS를 수행하여 샘 을 생성하

고, 이를 통해 반응표면을 구축한다. 반응표면은 2차 다항식

으로 구성한다. 이 때, 앞의 과정과는 다르게 고장모드별로 

입력변수의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 

통한 변수선별은 하지 않는다. 반응표면을 구축하기 해 각

각의 고장모드별로 총 10, 15, 15개의 LHS 실험 이 용

되었다. 

2.3.4 요도 추출법  고장확률 계산

반응표면이 구축되면 요도 추출법에 의해 고장확률을 계

산한다. 요도 추출법의 개념도는 Fig. 8과 같다. 여기서 

는 원래의 확률 분포, 는 새롭게 가정된 proposal 

PDF를 나타내며 이는 MPP를 심으로 주어진다. 를 

이용하여 샘 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고장확률

을 계산할 수 있다. 

 
 






 








 (8a)

    ∈
 ∉

(8b)

Fig. 8 Importance sampling

이런 방법으로 고장확률을 계산하게 되면 원래의 확률분포

로 샘  생성할 경우 보다 훨씬 은 개수로 계산이 가능하

여 계산비용을 크게 감할 수 있다.

2.4 고장확률 계산 결과

앞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로켓 모터의 고장확률을 계산하

다. 이 게 계산된 고장확률의 정확도를 FORM에서 계산

된 신뢰도지수 기반 고장확률과 반응표면  요도 추출법 

없이 매우 많은 계산횟수의 crude MCS를 통해 구한 고장확

률과 비교하 다. Crude MCS의 경우 100,000개의 샘 을 

이용했는데 이때 구해지는 고장확률의 COV는 근사 으로 

식 (9)와 같이 주어진다.

  ≈








(9)

Table 3은 고장확률 계산결과를 나타내며, 호 안의 %

값은 MCS 비 상  정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식 (9)를 

통해 계산된 MCS의 COV값이 각각 약 0.215, 0.033, 

0.25가 계산되어 응력 괴  볼트 괴에 한 MCS 신뢰도

는 낮았다. 즉 이 두 고장모드에 해서는 MCS 결과가 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보다 많

은 샘 링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 신 균열 괴 하

나에 해서만 MCS 결과와 비교하 다. 그 결과 본 방법의 

정확도가 MCS 비 상  정확도가 103%로 나타난 반면, 

FORM의 경우 130%로 나타났다. 다른 고장모드에 해서

도 MCS를 정확하다고 간주하면 유사한 정확도 차이를 보이

고 있어 본 방법이 FORM 비 상 으로 더 우수함을 나

타내고 있다. 한편 계산시간을 보면 MCS 소요시간이 약 3

주인데 반해 FORM은 11분, 본 방법은 27분의 시간이 소요

되어 시간 으로 매우 유리함을 알 수 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기법과 요도 추출법을 통해 고장확

률을 계산하는 로켓 모터의 내압으로 인한 신뢰도 측 차를 

제안하 다. 내압  응력해석 과정에 있어서 LHS와 반응표면

기법을 이용하여 MEOP의 확률분포를 계산하 으며, 2D 축

칭모델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MEOP으로 인한 로켓 모터 내

부의 von-Mises 응력과 주응력을 계산하 다. 한, 계산된 

결과와 앞서 정의된 고장함수를 이용하여 FORM을 수행하여 

MPP를 탐색하고, 이 을 심으로 반응표면기법과 요도 추

출법을 용하여 각각의 고장모드의 고장확률을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기법이 재 범용 으로 사용되는 

FORM 방법과 비교하여 고체로켓 모터의 고장확률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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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효율 으로 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법은 근사식으로도 비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계산 과정에서 시간  · 비용 으로 매우 큰 

이 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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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고체로켓의 임무 수행  연소실 내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체로켓 이스의 3가지 고장(응력 괴, 균열

괴, 볼트 체결 부 손) 확률을 효과 으로 측하는 기법을 개발하 다. 체 인 확률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고체로

켓 모터의 고장모드에 향을 주는 설계 변수선정  확률분포 부여, 2) 연소해석을 통한 로켓의 최 작동압력(maximum 

expected operating pressure, MEOP)의 확률분포 계산, 3) 이스의 응력과 변형 형상을 구하기 한 유한요소해석, 4) 3가

지 고장함수에 한 신뢰도 측의 수행. 계산의 편의를 해 유한요소모델은 축 칭으로 가정하 고 볼트 체결 부의 을 

고려하 다. 효율 인 신뢰도 측을 해 FORM(first-order reliability method) 기법을 통해 MPP(most probable failure 

point)를 탐색한 후, LHS(latin hypercube sampling)와 반응표면기법을 용하여 고장모드를 다항식으로 근사화하며, 요도 

추출법을 용하여 고장확률을 계산하 다.

핵심용어 : 고체로켓 모터, 신뢰도 측, FORM(first-order reliability method), 반응표면기법, 요도 추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