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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M    : 질량 행렬 

C     : 감쇠 행렬 

N
K    : 비선형 강성 행렬 

L
K    : 선형 강성 행렬 

f    : 외력 벡터 

eq
f   : 등가정하중 벡터 

b    : 설계변수 벡터 

L    : 선형 

N    : 비선형 

f    : 마지막 시절점 

1. 서 론 

자동차 부품 산업에 활용(1~3)되고 있는 하이드로

포밍 공정(hydroforming process)은 구조물에 가해지

는 유체의 압력을 통하여 제품을 가공하는 금속가

공법이다. 하이드로포밍은 복잡한 형상의 성형이 

가능하고, 용접공정 없이 한번에 외장재를 가공하

거나 양 끝간의 단면적 형상이 서로 다른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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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등가정하중을 이용하여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최적설계를 제안한다. 튜브 하

이드로포밍 공정의 최적설계는 유체의 압력과 축 방향 압입량에 대한 적절한 하중경로를 결정하고, 이

를 통하여 성형해석 후 결함이 없는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등

가정하중법은 하중을 설계변수로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최적설계에서 고려

하는 비선형 두께 응답을 고려하기 위한 최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최적설계에 적합한 새로운 등가정하중을 제시한다. 또한 새로운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설계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제시한 최적설계방법의 사용 가능성은 예제를 통하여 확인한다. 

Abstract: An optimization method for the tube hydroforming process is developed using the equivalent static loads 

method for non linear static response structural optimization (ESLSO).  The aims of the tube hydroforming 

optimization are to determine the axial forces (axial feedings) and the internal pressures, and to obtain the desired shape 

without failures after hydroforming analysis.  Therefore, the magnitude of the forces should be design variables in the 

optimization process. Also, some tube hydroforming optimization needs to consider the result of the thickness in 

nonlinear dynamic analysis as responses.  However, the external forces are considered as constants and the thickness 

is not a response in the linear response optimization process of the original ESLSO.  Thus, a new ESLSO process is 

propos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some examples are solved to validate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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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하여 부품의 제작 과정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도 있다. 이러한 하이드로포밍은 성형품의 소재에 

따라 튜브 하이드로포밍(tube hydroforming)과 시트 하

이드로포밍(sheet hydroforming) 으로 분류된다.
(4,5)

 여기

서 튜브 하이드로포밍은 원하는 최종 형상의 제품

을 얻기 위하여 튜브를 소재로 사용한다. 이때 튜

브는 그 반경이나 단면적의 형상이 변형된다. 튜

브 하이드로포밍 가공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인 변

수는 다이의 형상(치수), 마찰계수, 펀치의 행정거

리, 축 방향 압입량, 내부 압력 등이 있고, 가공되

는 튜브의 길이, 반경, 두께 등의 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품의 원하는 최종 형상을 얻기 위해 필

요한 변수 값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는 각 변수들이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

문이다. 이 중 축 방향 압입량과 내부압력은 성형 

후 최종 제품의 형상과 두께 분포에 영향을 미친

다. 축 방향 압입량이 내부 압력에 비해 과도하게 

큰 경우, 튜브에 좌굴, 주름이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 반대의 경우, 튜브의 터짐이나 국부적 튜브 두

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결함

이 없이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최적설계를 이용하여 하중을 경

로를 결정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그 동안 진행되고 

있다.
(6~12)

 

본 연구에서는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축 방향 압입량과 내부 압력

을 결정하는 최적설계를 수행하고자 한다. 등가정

하중법은 비선형 동적 응답장과 동일한 선형 정적 

응답장을 만드는 정하중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최

적화 방법이다.
(13)
 기존에 개발된 등가정하중법은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으

나(14~18)
 튜브 하이드로포밍 최적설계에 적용된 적

은 없다. 따라서 튜브 하이드로포밍 최적설계에 

적합한 새로운 등가정하중법이 필요하다. 이는 비

선형 두께응답을 고려하는 동시에 축 방향 압입량

과 내부 압력을 설계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등가

정하중법이다. 예제를 통하여 새로운 등가정하중

을 이용한 튜브 하이드로포밍 최적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다. 그리고 예제의 결과를 통하

여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2. 등가정하중 

2.1 등가정하중의 기초이론 

등가정하중법(equivalent static loads method for non 

linear static response structural optimization, ESLSO)은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기반으로 한 구조최적설

계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비선형 동적 반응 해

석의 응답을 선형 정적 반응 해석에서 모사할 수 

있고,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를 수행 시 비선형 

동적 응답을 최적설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다. 등

가정하중(equivalent static loads, ESLs)은 비선형 동

적 응답 해석에서 얻어지는 응답장과 동일한 응답

장을 발생시키는 선형 정적 응답 해석의 정하중을 

의미한다.
(13)
 산출된 등가정하중은 이산화된 각 시

절점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벡터이다. 이러한 등가

정하중 벡터는 최적설계 수행 시 다중하중조건으

로 적용된다.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설계 과정

은 해석영역과 설계영역으로 나누어진다. 해석영

역에서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수행하고, 설계

영역에서는 산출된 등가정하중을 이용하여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일련

의 과정을 설계 주기(design cycle)라 하고, 이는 수

렴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행된다.
(14)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위한 구조물의 지배방

정식(governing equation)은 식 (1)과 같다.
(16) 

 

( ) ( ) ( ) ( ) ( )( ) ( ) ( )ttt,tt fzzbKzbCzbM =++
NNNNN

ɺɺɺ  

      ( )
l
t,,t,tt ⋯

10
=  (1) 

 

여기서 ( )t
N

z 는 비선형 변위 벡터, ( )t
N

zɺ 는 비선형 

속도 벡터, ( )t
N

zɺɺ 는 비선형 가속도 벡터를 의미한

다. t 는 시간을, 아래첨자 l 은 시절점 수를 의미

한다. 식 (1)의 비선형 변위 벡터와 선형 강성 행

렬을 이용하여 식 (2)와 같은 등가정하중을 산출

한다.  
 

( ) ( ) ( )ss
NLeq

zbKf =  ( )l,,,s ⋯21=   (2) 

 

여기서 시간 t 는 시절점 s 로 대응된다. 산출된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선형 정적 반응 해석은 다음

과 같이 수행된다. 
 

( ) ( ) ( )ss
eqLL
fzbK =

    
(3) 

 

식 (3)을 통하여 산출된 선형 정적 응답인 선형 

절점 변위 벡터 ( )s
L

z 는
 
비선형 변위 벡터 ( )t

N
z

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2.2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등가정하중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등가정하중은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비선형 두께 

응답을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에 고려하는 조건

과 외력을 설계변수로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에 

고려하는 조건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동

시에 최적설계에 고려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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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등가정하중을 새

로이 제시한다.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등가정하중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튜브 

하이드로포밍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t,t,t,t,t, bfbzbzKbzCbzM =++
NNNNN

ɺɺɺ
 

( )
l
t,,t,tt ⋯

10
=

 
                  (4) 

 

식 (4)에서 외력은 설계변수의 함수이다. 따라서 

설계변수가 변하는 경우에 시간에 따른 외력이 달

라진다. 외력이 달라지는 경우,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비선

형 동적 반응 해석의 응답인 변위, 속도 및 가속

도 벡터가 변하게 된다. 이는 변위, 속도 및 가속

도 벡터가 설계변수의 함수가 됨을 의미한다. 이 

해석의 결과로 비선형 변위 벡터 ( )bz
f

N
와 무차원

(dimensionless) 비선형 두께 벡터 ( )bh
ensionlessdim,f

N
를 

얻을 수 있다. 무차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은 동일

하지만,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벡터를 의

미한다. 여기서 f 는 마지막 시절점 
l
t 을 의미한

다. 이는 마지막 시절점에 대한 비선형 응답을 선

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에 고려하기 위함이다. 

튜브 하이드로포밍 해석 결과인 비선형 두께 응

답을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에서 고려하기 위해 

가상 모델(virtual model)이 필요하다. 가상 모델은 

물리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한 요소 모델을 의

미한다. 가상 모델의 생성에는 변위 등가정하중(16)

의 산출이 필요하다. 
 

( ) ( )bzKbf ff

NLeq
=     (5) 

 

여기서 선형 강성행렬 
L

K 은 비선형 동적 해석의 

강성행렬 
N

K 과 동일한 절점 정보를 가지는 셸

(shell)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선형 강성행렬의 탄

성계수는 비선형 동적 해석의 재료가 가지는 선형 

탄성계수 값으로 구성된다. 식 (5)의 마지막 시절

점에 대한 비선형 절점 변위 벡터와 선형 강성 행

렬을 이용하여 산출된 등가정하중은 선형 정적 반

응 해석의 입력 하중으로 사용된다. 

 

( ) ( )bfbzK
ff

eqLL
=     (6) 

 

식 (6)의 해석으로부터 각 요소에 대한 무차원 

선형 응력 벡터를 얻을 수 있다. 튜브 하이드로포

밍 최적설계 시 설계 제품인 튜브는 일반적으로 

셸 요소(shell element)로 표현된다. 따라서 무차원 

선형 응력 벡터 
ensionlessdim,f

_vonL
σ 는 식 (6)의 해석으로부

터 얻어지는 von Mises 응력 벡터 
f

_vonL
σ 와 동일한 

값을 가지는 벡터이다. 여기서 ensionlessdim 는 무

차원을 의미한다.  

식 (4)와 식 (6)의 해석의 응답을 이용하여 식 

(7)과 같이 가상 탄성계수(virtual Young’s modulus)

를 정의한다. 
 

iensionlessdim,f

von,i_L

ensionlessdim,f

N,if

i

h
EE

*

σ
≡  ( )ne,,,i ⋯21=   (7)  

 

여기서 *E f

i
는 i 번째 유한 요소가 가지는 가상 탄

성 계수를 의미한다. ensionlessdim,f

N,i
h 는 i 번째 유한 요

소에 대한 비선형 두께 응답과 크기와 방향이 동

일한 무차원 값, ensionlessdim,f

von,i_L
σ 는 i 번째 유한 요소에 

대한 선형 von Mises 응력 응답과 크기와 방향이 

동일한 무차원 값, 
i

E 는 i 번째 유한 요소에 대한 

등방성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ne 는 튜브가 가지

는 셸 요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정의된 가상 탄성

계수는 가상 모델의 탄성계수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가상모델을 이용하여 등가정하중을 

산출하는 경우, 비선형 동적 응답 해석에서 얻어

지는 두께 응답장과 동일한 응답장을 발생시키는 

선형 정적 응답을 얻을 수 있다. 가상모델은 변위 

등가정하중의 특성과 일반화된 훅의 법칙을 따르

는 등방성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한

다.
(17,18)

 또한 가상 모델은 설계에 필요한 응답을 

가지는 요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가상모델의 생

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설계와 관련이 없는 

응답을 가지는 요소의 탄성계수는 
i

E 을 가진다. 

생성된 가상모델을 기반으로 외력(축 방향 압입

량과 내부 압력)을 설계변수로 고려하는 등가정하

중의 산출이 가능하다. 외력을 설계변수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설계변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 등가

정하중도 증가하여야 한다.  
 

bbb ∆+→      (8)  

( ) ( ) ( )s,s,s, bfbfbf
eqeqeq

∆+→    (9)  

( ) ( )
b

b

bf
bf δ

∂

∂
=∆

s,
s,

eq

eq
    (10) 

 

그러나 현재 상용 소프트웨어의 선형 정적 반응 

구조최적설계에서는 외력을 직접 설계변수로 사용

하지 못한다. 즉, 설계변수가 증가하여도 외력인 

등가정하중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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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10)의 설계변수에 대한 등가정하중의 민감

도를 고려하기 위해 가상 빔과 빔 요소에 가해지

는 균일 분포하중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상용 소

프트웨어인 GENESIS
(19)에서 빔 요소의 길이가 변

함에 따라 가상 빔에 가해지는 균일 분포하중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집중하중을 가상 빔 요소에 

가해지는  균일  분포하중으로  변경하여  선형 

 

 

 
(c) The deistributed axial load with the z-direction 

virtual beam 

 
(d) The deistributed torsional load with the z-direction 

virtual beam 

Fig. 1 Applied method with the z-direction virtual beam 
at ‘A’ point 

 

 

Fig. 2 Schematic of the optimization using equivalent 
static loads with the virtual beam 

정적 반응 구조최적설계의 설계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은 Fig. 1 과 같이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하중 

A
|f

z
가 b|f

z
δ⋅

A 만큼 증가하는 것을 가상 빔을 사

용하여 표현하면 식 (11)과 같이 가상 빔의 길이 

L 이 1 에서 bδ+1 로 증가하고 가상 빔에 가해지

는 분포하중은 
A
|f

ddistribute,z
에서 b|f

ddistribute,x
δ⋅

A
로 변

경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b|f|fdL|f

b|f|f

ddistribute,zddistribute,z

b

z

zz

δ

δ
δ ⋅+=∫

→⋅+
+

AA

1

0 A

AA

  (11) 

 

축의 회전 방향으로 가해지는 하중 
A
|f

rz
또한 Fig. 

1(d)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가

상 빔과 균일 분포하중을 이용하여 선형 정적 반

응 구조최적설계에서 외력을 설계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  

위에서 정의하고 설명한 가상모델과 가상 빔을 

이용하여 튜브 하이드로포밍의 구조최적설계에 적

합한 등가정하중을 식 (12)와 같이 정의한다.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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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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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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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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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b

bf
bf

bfbfbf

f*f*

f*

*f*f

*f

*f*f*f

NLNL

NL

eqeq

eq

variableeq,consteq,eq

         

         
 (12) 

 

여기서 등가정하중은 튜브의 모든 절점에 가해지

는 하중 ( )bf *f

consteq,
과 가상 빔에 분포하중으로 가해

지는 설계변수에 대한 등가정하중의 민감도

( )bf f

variableeq,
로 나누어진다. 가상 빔을 이용하여 하

중을 설계변수로 사용하는 등가정하중은 Fig. 2 와 

같이 구조물에 적용된다. Fig. 2(a)와 같은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 설계변수인 하중

은 가상 빔을 사용하여 등가정하중으로 표현되고, 

Fig. 2(b)와 같이 선형 정적 반응 구조최적설계에 

적용된다. Fig. 2(b)에 가해지는 등가정하중은 구조

물에 가해지는 등가정하중과 설계변수에 대한 등

가정하중의 민감도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설계변

수에 대한 등가정하중의 민감도는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FDM)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 ) ( ) ( ) ( )
nb

ffff

bbb ∂

∂
++

∂

∂
+

∂

∂
=

∂

∂ bzbzbz

b

bz
N

2

N

1

NN
⋯   (13)  

 

유한차분법 중 하나인 전진차분법 이용한 민감도 

해석은 민감도를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a) Nonlinear dynamic 
response analysis 

(b) Optimization using equivalent 
static loads with virtual beam 

(a) Linear static response  
analysis 

(b) Linear static response  
Optimziation with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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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그 횟수는 설계변수의 

수 nb에 따른다. 

튜브 하이드로포밍의 구조최적설계를 수행을 위

해 산출된 등가정하중을 사용하여 식 (14)와 같이 

선형 정적 해석을 수행한다. 
 

( ) ( )bfbzK
*f*f*

eqLL
=     (14)  

 

여기서 발생하는 가상모델의 선형 변위 벡터

( )bz
*f

L
는 튜브 하이드로포밍 해석에서 얻은 비선

형 변위 벡터 ( )bz
f

N
와 동일하다. 또한 가상모델의 

무차원 선형 von Mises 응력 벡터 
ensionlessdim,f

_vonL
σ 는 무차

원(dimensionless) 비선형 두께 벡터 ( )bh
ensionlessdim,f

N

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위의 등가정하중을 이용하여 선형 정적 반응 구

조최적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설계변수가 변함에 

따라 등가정하중의 민감도가 변하게 된다. 이를 

식 (1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bb ∆+→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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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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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bfbf

δ

δ

δ

f*

f*

f*

f*f*

f*

*f*f*f

*f

*f*f*f

*f*f*f

NL

NL

NL

NLNL

NL

eqeq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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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eq,variableeq,consteq,

eqeqeq

  

 

 (15b)  

 

여기서 설계변수 b 가 b∆ 만큼 증가하면 가상 

빔에 가해지는 등가정하중의 민감도 ( )bf *f

variableeq,
∆ 만

큼 등가정하중이 증가한다. 가상 빔에 가해지는 

등가정하중이 증가가면 결국 등가정하중 ( )bf
*f

eq
이 

( ) ( )bfbf
*f*f

eqeq
∆+ 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수에 대한 등가정하중의 민감도와 가상 빔

을 사용하여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에 대한 외력

을 설계변수로 고려하는 구조최적설계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구조최적설계 과정은 Fig. 3

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설계변수의 초기값 및 수렴기준을 결정

한다. (설계주기 번호: 0=k , 수렴기준: 

ε , 유한차분 크기: 
i
b∆ ) 

단계 2. 식 (4)를 이용하여 설계변수에 대한 동

적 반응 해석을 수행한다. 

단계 3.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여 식 (13)의 설계

변수에 대한 등가정하중의 민감도 값을 

얻기 위해 민감도해석을 수행한다. 

단계 4. 식 (5)를 이용하여 마지막 시절점에 대

한 변위 등가정하중 ( )bf f

eq
을 계산한다.  

단계 5. 산출된 변위 등가정하중을 입력하중으

로 식 (6)의 선형 정적 반응 해석을 수

행한다. 

단계 6. 식 (7)을 바탕으로 각 유한요소에 대한 

가상탄성계수를 
*E f

i  계산한다. 

단계 7. 계산된  가상탄성계수를  바탕으로 가상

모델을  만든다 .  만들어진  가상모델과 

단계  3에서  계산된  등가정하중의  민감

도를  이용하여  식  ( 12 )의  등가정하중 

( )bf
*f

eq
을 산출한다. 

단계 8. 단계 7에서 산출된 등가정하중을 이용

하여  다음의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

를 수행한다.  

 

 

Fig. 3 Optimization process using the ESLs for the tube 
hydroform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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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nlinear dynamic analysis model of the blow 

molding 

 
 

 

( )
( ) ( ) ( )
( )( ) ( )

UpperLower

L

eqLL

                   

21          0                   

  0     subject to

   minimize to

             Find

bbb

bzb

bfbzK

b

b

≤≤

=≤

→=−

∈

m,,,j,g

ft

f

R

*f

j

l

*f*f*

n

⋯

 (16) 

 

단계 9. 최적해로 얻어진 설계 변수를 갱신한다. 

단계 10. 수렴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 ) ( ) ε≤−+ kk bb 1  

식을 만족하는 경우 최적화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단계 2 로 

간다( 1+= kk ). 위 과정을 수렴할 때까지 

반복 수행한다.  

3. 튜브 하이드로포밍의 최적화 

3.1 블로우 성형 예제의 최적화 

첫 번째 구조물 예제는 블로우 성형 예제로 Fig. 

4 와 같은 모델을 가진 1/4 구조물이다. 이 형상을 

가공하기 위한 다이 금형은 길이가 54.5mm, 높이

가 26.0mm 이고 금형 상부의 반경은 14.0mm 이다. 

사용된 튜브의 소재는 길이가 53.5mm, 직경이 

22.75mm, 두께가 1.37mm 이다. 블로우 성형 예제

의 하이드로포밍 공정 최적화에 사용한 재료는 탄

소성 재료이다. 재료의 물성치 정보는 Table 1 과 

같다. 튜브 하이드로포밍 해석에 사용되는 외력의 

초기조건은 Fig. 5와 같다.  

블로우 성형 예제에 대한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최적설계는 성형 후 튜브의 두께 분포가 균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함수와 원하는 외각형상을 제

한조건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설계 

정식화는 아래의 식과 같다. 
 

Find     
a

b   ( )41 ,,a ⋯=              (17a)  

 minimize to

2

1

2

1
0

0














∑

−
=

n

i

i

h

hh
 ( )600=n       (17b)  

subject to  20
622

.DD
etargt,axisx
≤−

−         (17c)  

kk
bb. −≤ +100   ( )32,k =        (17d)  

       
U

aa

L

a
bbb ≤≤                 (17e)  

 

여기서 
a

b 는 설계변수로 특정 시간에서의 축 방

향 압입량과 내부 압력의 크기를 의미한다. a 는 

설계변수의 수를 의미한다. 목적함수는 성형 후 

튜브의 두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목적함

수 값이 작아지면 성형 후 두께의 분포가 더욱 균

일해 짐을 의미한다. 
0

h 은 튜브의 초기 두께를 의

미하고, 
i

h 는 튜브 하이드로포밍 성형 후 각 유한

요소에서의 두께를 의미한다. i 는 유한요소의 수

를 의미한다. 제한조건은 622 번 절점의 x 축 좌표

인 
622,axisx

D
−

와 목표치 좌표인 
etargt

D 사이의 거리에 

대한 조건이다. 예제 수행 시 해석은 LS-DYNA
(20)

의 implicit solver 를 사용하였고, 최적화는 

GENESIS
(19)를 사용하였다.  

본 최적설계에서 사용한 수렴기준인 ε 은 0.09

이고 유한차분 크기인 
i
b∆ 는 각 설계변수의 0.01

배이다. 여기서 유한차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상수 

0.01 은 예제에 따라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정되었

다. 최적설계는 10 번째 주기에서 수렴하였다. 목

적함수 값은 1.78 에서 1.92 로 증가하였고, 제한조

건 위배량은 654.4%에서 0.0%로 줄었다. 초기모델

과 최적모델에 대해 설계변수 값을 Fig. 6 에서는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초기모델과 최적모델의 성

형 후 형상은 Fig. 7 에 나와 있고, 이 때 각 요소

의 두께는 색으로 표현하였다. 초기모델의 경우 

요소의 최소두께는 0.86mm 이고 최대두께는 

1.48mm 이고 최적모델의 경우 최소두께는 1.01mm

이고 최대두께는 1.56mm 이다. 제한조건에 사용한 

거리는 1.59mm 에서 0.07mm 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최적설계의 결과로부터 블로우 성형 예제의 

경우 최적모델을 사용하면 성형 후 두께의 분포가 

다소 불균일 해졌지만 원하는 형상을 얻을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적모델을 사용하면 성형 

후 최소 두께가 0.86mm 에서 1.01mm 로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초기모델의 최대 두께 감

소율은 36.7%이고 최적모델의 최대 두께 감소율

은 26.0%로 최적모델에서 최대 두께 감소율이 더 

적음을 확인하였다. 

블로우 성형 예제에 대한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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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최적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 시

스템은 Intel(R) Core(TM) i7-2600K (3.4GHz CPU 8; 

3.48GB RAM)이다.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은 총 

50 회 수행하였고 선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는 10

회 수행하였다. 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4 CPU 를 

사용하여 비선형 해석 1 회를 수행하는 걸리는 시

간은 약 30 초이고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 시간은 

약 25분이다. 동일한 컴퓨터에서 1 CPU를 사용하

여 선형 최적설계를 1 회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은 약 1 분이고 최적설계에 사용된 총 시간은 10

분이다. 따라서 전체 최적설계 과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컴퓨터 사용 시간은 약 35분이다. 

만약 동일한 문제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

적설계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선형 동적 반

응 해석의 수행 횟수 추정치는 아래와 같다. 중심

합성법을 이용하여 후보점을 선택하는 경우에 반

응표면법 1 회 수행 시 필요한 기본 동적 반응 해

석 횟수는 31 회 이다(입방체점 16 개, 입방체 중

심점 4 개, 축점 8 개, 축의 중심점 2 개, 최적점 1

개). 따라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최적설계를 수행

한다면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경우가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경우보다 많은 횟수의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필요로 한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and the process variable in 
tube hydroforming process of the blow molding  

Property Value 

Young’s modulus (MPa) 3660E =  

Poisson’s ratio 30.v =  

Initial tube thickness (mm) 371.t =  

Friction coefficient 
1250.

static
=µ  

120.
dynamic

=µ  

Density (kg/mm3) 
-610×8.9=ρ  

Hardening coefficient (MPa) 
458.5E

h_1
=  

238.5E
h_2
=  

 

 
(a) Axial feeding curve    (b) Internal pressure curve 

Fig. 5 Loading conditions of the nonlinear dynamic 
analysis of the blow molding 

 

Fig. 6 Loading conditions of the tube hydroforming of 
the blow molding 

 
(a) Thickness contour of the initial model 

 
(b) Thickness contour of the optimum model 

Fig. 7 Results of the blow molding after the tube 
hydroforming 

 
Fig. 8 Nonlinear dynamic analysis model of the squar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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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각 튜브 예제의 최적화 

두 번째 구조물 예제는 사각 튜브 예제로 Fig. 8과 

같은 모델을 가진 1/4 구조물이다. 이 형상을 가공하

기 위한 다이 금형은 길이가 45.5mm, 높이가 

27.5mm 이고 금형 곡률 반경은 15.0mm 이다. 사용

된 튜브의 소재는 길이가 50.0mm, 직경이 41.0mm, 

두께가 2.00mm 이다. 사각 튜브 예제의 하이드로포

밍 공정 최적화에 사용한 재료는 수직이방성 재료이

다. 재료의 물성치 정보는 Table 2 와 같고, 해석에 

사용되는 외력의 초기 조건은 Fig. 9와 같다.  

사각 튜브 예제에 대한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최

적설계는 성형 후 튜브의 두께 분포가 균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함수와 원하는 외각 형상을 제한

조건으로 최적설계를 수행한다. 이에 대한 설계 

정식화는 식 (18)과 같다. 
 

 Find    
a

b   ( )71 ,,a ⋯=              (18a)  

 minimize to
2

1

2

1
0

0














∑

−
=

n

i

i

h

hh
 ( )180=n       (18b)  

subject to  β≤−
etargtq

TT               (18c)  

( )( ) 0
L

≤bzb
*f

j
,g  ( )62 ,,k ⋯=   (18d)  

        
U

aa

L

a
bbb ≤≤                (18e) 

  

목적함수는 성형 후 튜브의 두께 분포를 파악하

기 위한 지수로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함수를 사

용한다. 제한조건은 성형 후 튜브들이 금형인 다

이에 접하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절점의 좌표인 

q
T 와 목표치 좌표인 

etargt
T  선 사이의 거리에 대

한 조건이다. q 는 튜브에 존재하는 절점들로써 

절점의 수를 의미한다. 예제 수행에 사용한 해석 

및 최적화기는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하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and the process variable in 
tube hydroforming process of the blow molding  

Property Value 

Young’s modulus 

(GPa) 
206E =  

Poisson’s ratio 30.v =  

Stress-strain curve 

(MPa) 
( ) 26370
00712703567

.
.. εσ +=  

Normal anisotropy 

value 
1.77 

Initial tube thickness 

(mm) 
02.t =  

Friction coefficient 
1250.

static
=µ

 

120.
dynamic

=µ  

본 최적설계에서 사용한 수렴기준인 ε 은 0.005이고 

유한차분 크기인 
i
b∆ 는 각 설계변수의 0.25 배이다. 

여기서 상수값 0.25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결정된 값

이다. 최적설계는 20 번째 주기에서 수렴하였다. 목

적함수 값은 3.37 에서 0.68 로 감소하였고, 제한조건 

위배량은 만족한다. 초기모델과 최적모델에 대한 설

계변수 값은 Fig. 10 에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초기

모델과 최적모델의 성형 후 형상 및 각 요소의 두께

는 Fig. 11 과 같다. 초기모델의 경우 요소의 최소두

께는 1.13mm 이고 최대두께는 2.04mm 이고 최적모

델의 경우 최소두께는 1.82mm 이고 최대두께는 

1.94mm 이다. 이와 같은 최적설계의 결과로부터 사

각 튜브 예제의 경우 최적모델을 사용하면 성형 후 

두께의 분포가 균일 해지고, 원하는 제품의 외각 형

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최적모델을 사용하면 성

형 후 최소 두께가 1.13mm 에서 1.82mm 로 월등히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초기모델의 최대  

 

 
(a) Axial feeding curve    (b) Internal pressure curve 

Fig. 9 Loading conditions of the nonlinear dynamic 
analysis of the square tube 

 

 
Fig. 10 Loading conditions of the tube hydroforming 

of the squar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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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ickness contour of the initial model 

 
(b) Thickness contour of the optimum model 

Fig. 11 Results of the square tube after the tube 
hydroforming 

 

두께 감소율은 43.3%이고 최적모델의 최대 두께 감

소율은 9.21%로 최적모델에서 최대 두께 감소율이 

적음을 확인하였다. 

사각 튜브 예제에 사용한 컴퓨터 시스템은 블로

우 성형 예제와 동일하다. 구조최적설계 시 수행

한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 횟수는 160 회이고 선

형 정적 반응 최적설계는 수행 횟수는 20 회이다. 

4 CPU 를 사용하여 비선형 해석 1 회를 수행하는 

걸리는 시간은 약 10 초이고 비선형 동적 반응 해

석 시간은 약 27 분이다. 동일한 컴퓨터에서 1 

CPU 를 사용하여 선형 최적설계를 1 회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 분이고 최적설계에 사용된 

총 시간은 약 20 분이다. 따라서 전체 최적설계 과

정을 수행하는데 걸리는 컴퓨터 사용 시간은 약 

47분이다. 

  동일한 문제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수

행하는데 필요한 추정 횟수는 아래와 같다. 중심

합성법을 이용하여 후보점을 선택하는 경우에 반

응표면법 1 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동적 반

응 해석 횟수는 153 회 이다(입방체점 128 개, 입

방체 중심점 10 개, 축점 14 개, 축의 중심점 0 개, 

최적점 1 개). 따라서 동일한 문제를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등가정하중

을 이용한 최적설계보다 많은 횟수의 비선형 동적 

반응 해석을 필요로 한다. 반응표면법은 설계변수

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번의 반복주기에 필요한 

해석 횟수가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등

가정하중법은 한번의 반복주기에 필요한 해석 횟

수는 설계변수 개수에 1 을 더한 수만큼의 해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최적설계가 적은 해석 시간을 요구한다.  

4. 결 론 

등가정하중을 이용하여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

의 최적설계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튜

브 하이드로포밍은 시간에 따른 비선형 거동과 하

중을 모두 고려하는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

한 튜브 하이드로포밍의 축 방향 압입량과 내부 

압력을 결정하는 최적설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근사법이나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여 

튜브 하이드로포밍 외력을 결정하는 방법들은 방

법에서 오는 오차와 많은 해석 시간을 요하기 때

문에 그 사용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민감도 기

반의 접근 방법들은 비선형 동적 반응을 정확하게 

모사하나 최적설계 수행에 필요한 비선형 동적 해

석이 고가이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비선형 동적 반응 최적설계 방법 중 하나인 등

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최적해를 도출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튜브 하이드로포밍에서는 외력이 설계변수의 함

수로써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고, 결함이 없는 원

하는 제품을 성형하기 위하여 비선형 두께 응답을 

최적 설계에서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등가정하중

법은 위의 조건을 고려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튜

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을 위한 새로운 등가정하중

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등가정하중법을 이용하여 

블로우 성형 예제와 사각 튜브 예제에 대한 튜브 

하이드로포밍 공정의 하중경로를 결정하는 최적설

계를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로부터 원하는 형상의 

성형품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형 

후 튜브의 두께 분포의 최소화 설계가 가능하고, 

최적화된 외력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 외력을 사용

하는 경우에 비해 목적함수를 최소화시켰음을 확

인하였다. 이로써 제안한 등가정하중을 이용한 튜

브 하이드로포밍의 최적화 과정이 유용한 결과를 

도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튜브 하이드로포밍 분야에 등가정하

중을 이용한 최적설계를 수행한 기초 연구이기 때

문에 향후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수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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