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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 로켓 모터는 높은 추력, 단순한 구조, 상대
적으로 짧은 개발 기간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발
사체의 추진 기관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로켓 
모터와 같이 단 한번의 임무로 성공 또는 실패가 

결정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매우 높은 확률의 신뢰
도(예: 90 % 신뢰 수준에서 1 %의 실패 확률)를 실
험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240회의 
발사 시험이 모두 성공해야 하는데(1) 이는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뢰성 평가 프
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 미국, 러시아와 같은 항
공우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발사체 제작 경험
과 실패 사례들이 있어 고장 원인 분석을 통한 신
뢰성 평가 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고 

§ 이 논문은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2017년도 춘계학술
대회(2017.2.22.- 24., 제주대학교)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jhchoi@kau.ac.kr 
Ⓒ 2017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Key Words: Bayesian Parameter Estimation(베이지안 모수 추정), Reliability Analysis(신뢰성 해석), Rocket 
Motor(로켓 모터), Bolted Joint(볼트 체결부), O-ring Seal(오링 기밀부) 

초록: 로켓 모터와 같은 일회성 시스템은 매우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신뢰성 설계 
방안이 필요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단순히 각 부품별로 안전 계수를 부여하는 설계 방법을 적용해 왔다. 
고전적인 신뢰성 해석에서는 한계 상태 함수에 사용되는 변수가 단일 값으로 입력되고 몇 개의 실험 데
이터에 대하여 단순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취한 뒤 그 값을 신뢰성 해석에 사용하기 때문에 로켓 모터
와 같이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에서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
켓 모터의 체결 볼트와 오링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하여 입력 변수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통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변수는 확률 분포 형태로 도출되며 신뢰성 해석 결과로 
계산되는 실패 확률 역시 분포로 주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설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Abstract: Since a device such as a rocket motor requires very high reliability, a reasonable reliability design process is 
essential. However, Korea has implemented a design method for applying a safety factor to each component. In classic 
reliability analysis, input variables such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used in the limit state function, are treated as 
deterministic values. Becaus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re determined by a small amount of data, this approach 
could lead to inaccurate results. In this study, reliability analysis is performed for bolted joints and o-ring seals, and the 
Bayesian approach is used to statistically estimate the input variables. The estimated variables and failure probability, 
calculated by the reliability analysis, are derived in the form of probability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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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각 부품별로 안전 계수를 부여하는 설계 
방법을 적용해 왔다.(2) 
국외의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

터 발사체에 대한 부품 단위 신뢰성 해석을 수행
하고 있었다. Dalal(3)과 Kelly(4)는 챌린저호의 사고
를 예로 들어 오링의 기밀 성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실험적인 신뢰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
였고 Ekstrom(5)과 Zheng(6)은 로켓 모터 케이스에 
대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했는데 매우 기초적인 신
뢰성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Bozkaya(7)는 로켓 
모터 케이스를 다루면서 다양한 신뢰성 해석 기법
을 적용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발사체의 
신뢰성 기반 설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는데 Cho(8)와 Kim(9)의 연구에서는 
FMEA(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를 통해 발
사체 추진 기관의 신뢰성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자 
하였지만 부품 단위로 상세한 신뢰성 해석을 수행
하지는 못 했다. Moon(10)의 연구에서는 로켓 모터 
케이스 뿐만 아니라 체결 볼트와 오링에 대한 신
뢰성 해석을 수행했는데 이 연구는 FMECA 
(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와 신뢰
성 해석 기법 간 비교에 초점을 맞췄고 입력 변수
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가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실험 데이터에 단순히 평균을 취하는 방법은 표

본(sample)이 충분히 많아야 그 값을 믿을 수 있으
며 충분히 많다고 해도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
변한다는 가정일 뿐 그에 대한 근거는 없다. 이렇
게 입력 변수의 확률 분포를 확실히 안다는 가정 
하에 단순히 평균, 표준 편차로 불확실성을 고려
하는 방법을 물리적 불확실성(aleatory uncertainty)
으로 입력 변수를 다룬다고 표현하며 많은 신뢰성 
해석 관련 연구에서 이 접근법을 사용해왔다.(11, 12)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측정 데이터가 충분치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식
론적 불확실성(epistemic uncertainty)이라고 부른다. 

인식론적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
법으로 베이지안 통계학 개념이 사용될 수 있는데 
고전 통계학이 측정 데이터 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정보까지 고려한다면 베이지안 통계학에서는 현재 
주어진 측정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추
정되는 모수 또한 불확실성을 갖는다고 보기 때문
에 평균, 표준 편차와 같은 모수도 확률 분포 형
태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ig. 1과 같은 로켓 모터에 대

하여 부품 단위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고 베이지안 
접근법의 효용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Hisler(13)의 문헌에서 대표적인 고장 모드로 제시되
었던 체결 볼트와 오링이며 고전적인 신뢰성 해석
과 베이지안 신뢰성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베이지안 접근법 

베이지안 접근법은 식 (1)과 같은 베이즈 정리
(Bayes’ theorem)를 기본 이론으로 한다. 

 
 ( ) ( ) ( )| |p p pµθ y y θ θ  (1) 
 

여기서 q 는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이고 y 는 

측정 데이터를 의미한다. ( )|p θ y 는 θ의 사후 분

포(posterior distribution)이고 ( )|p y θ 는 우도 함수, 

( )p θ 는 사전 분포(prior distribution)이다. 이 식에

서 사후 분포는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업데이트되
며 데이터가 추가되면 이전 단계에서의 사후 분포
는 다음 단계에서 사전 분포로 쓰이게 된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 아

무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하
여 사전 분포는 식 (2)와 같이 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프리(Jeffrey) 사전 분포라 부른다.(14) 

 
 ( ) ( ) 12 2,p m s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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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후 분포는 우도 함수와 사전 분포의 
곱이므로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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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s of rocket motor including bolted 

joint and o-ring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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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ropolis-Hasting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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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이용하여 3장에서 측정 데이터에 기반

한 마찰 계수의 사후 분포를 구할 것이며 이는 평
균과 표준편차의 분포로 도출된다. 
지금까지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

한 경우에 대해 설명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집
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이때 마코프 체인 몬테 카를로(Markov Chain 
Monte Carlo, MCMC)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모집단
의 분포를 알지 못 하더라도 직접 샘플을 구하여 
그것을 분포로 가정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MCMC는 목표 분포(target distribution)로부터 랜덤
의 측정값들을 생성하는 기법으로써 샘플 생성을 
위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메트로폴리스-해이스
팅스(Metropolis-Hastings, MH) 알고리즘이 있으며 
이 알고리즘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x(0)는 추정하고자 하는 불확실변수의 초기값이고 
N은 샘플링 개수이며 U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나타낸다. p는 샘플링 하고자 하는 
목표 분포(target PDF)이고 q는 임의의 제안 분포
(proposal PDF)이다. MCMC 샘플링 기법을 활용한 
방법은 4장에서 초탄성 모델의 계수를 추정하는데 
적용될 것이다. 

3. 체결 볼트의 신뢰성 해석 

체결 볼트의 고장 모드는 실제 로켓이 점화된 
후 내압이 발생할 때 체결력이 과도하게 부여된 
것이 원인이 되어 파단에 이르는 것이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 충분히 큰 안전 계수를 적용하거나 
fail-safe 개념의 설계 방안으로 볼트 개수를 늘리
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15) 
본 논문에서는 볼트 파손에 영향을 미치는 체결

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체결력 측정 데이
터와 베이지안 접근법을 통해 마찰 계수를 통계적
으로 추정하였다. 마찰 계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
가 확률 분포 형태로 추정되며 이를 이용한 신뢰
성 해석 결과 역시 확률 분포로 도출된다. 

 
3.1 체결 볼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볼트의 체결력과 파단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볼트의 치수와 물성
치는 Ro(16)의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상세 형상과 
물성 커브를 Fig. 2와 Fig. 3에 각각 나타냈다. 일반
적으로 볼트 체결부는 나사산에 대한 3차원 유한 
요소 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인해 2차원 축대칭으로 
모델링하거나 나사산을 무시한 채 예력(pre-load)만 
부여하는 해석으로 단순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볼트를 조이는 해석의 경우와 같이 3차원 모델링

 
Fig. 2 Detailed geometry of bolted joint and dimension 

of 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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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curve of bolt material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bolted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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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될 때는 나사산 부분을 4면체 요소로 모델
링하여 정확도를 보증하기 어렵거나 해석 시간에
서 경제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17,18) 본 연구
에서는 Fukuoka(19)의 논문을 참고하여 Fig. 4와 같
이 나사산을 포함한 볼트 체결부를 3차원 6면체 
요소로 모델링할 수 있었다. 
경계 조건은 볼트를 제외한 바깥면의 x, y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였고 볼트를 제외한 밑면의 z방향 
자유도를 구속하였다. 볼트의 경우에는 중심축 임
의의 점에 기준점을 생성하여 볼트 헤드 상단 노
드와 연결한 뒤 기준점에 토크를 가하여 z축을 중
심으로 회전시키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해석은 
Abaqus 6.14 버전을 이용하였다. 
해석 결과로 얻어진 응력 상태를 Fig. 5에 나타

냈다. Fig. 5(a)의 von Mises 응력을 살펴보면 첫 번
째 나사산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5(b)의 볼트 축 방향(z방향) 응
력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첫번째 나사산에서 가
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사산을 제외한 
볼트의 몸통 부분에서는 균일한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볼트 몸통에서 발생하는 
축 방향 응력의 평균을 단면적으로 나눠서 체결력
을 구하였으며 다음절에서 이론식의 결과와 비교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3.2 토크 대 체결력의 이론식 
토크 대 체결력은 식 (4)와 같이 단순화된 식으

로 표현될 수 있다.(20) 
 

 
1.2

TF
Kd

=   (4) 

 
여기서 F 는 체결력, T 는 토크, K 는 토크 계수,
d 는 볼트의 는 볼트의 직경을 의미한다. 토크 계

수 K 는 다시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sec 0.625
2 1 tan sec

md fK f
d f

l a
l a

æ ö+æ ö= +ç ÷ç ÷ -è øè ø
  (5) 

 
여기서  md 은 볼트의 평균 직경,  f 는 마찰계수 , 

l 는 리드각 ,  a 는 나사산의 각도이다. 토크 대 
체결력 측정 데이터가 있다면 식 (4)를 이용하여 
마찰계수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론식에는 
많은 가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계산해준다고 보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식과 유한요소해석의 토크 

대 체결력 차이를 보정하여 개선된 이론식을 도출
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마찰계수를 추정하고자 하
였다. 이론식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Fig. 6에 나
타냈으며 마찰계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해보면 동
일한 체결력을 도출하는데 있어 이론식이 더 작은 
토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이론식을 이용하면 
실제보다 작은 값의 토크를 적용하게 되어 적정 
체결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선된 이론식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식

과 유한요소해석 간 차이를 Fig. 7과 같이 나타냈

 
(a) von Mises stress 

 
(b) z directional stress 

Fig. 5 FEA results of bolted joint 

( ),T fe

 
Fig. 6 Comparison of Torque vs. Pre-load between FEA 

and theoret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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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 between FEA an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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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토크와 마찰계수의 함수 ( )fT ,e 로 나타

내고자 하였고 Fig. 7에 각 커브의 근사식을 함께 
나타냈다. 근사식을 살펴보면 지수부의 숫자가 모
든 커브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수부 
앞에 곱해지는 숫자는 0.0056에 토크를 곱한 결과
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 )fT ,e

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식 (4)와 함께 
나타내면 개선된 이론식은 (7)이 된다. 

 
 ( ) 0.869, 0.0056T f T fe -= × ×    (6) 

 0.8690.0056
1.2

TF T f
Kd

-= - × ×   (7) 

 
개선된 이론식을 이용하면 마찰계수에 따른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최대 오차가 약 
0.002%로 거의 완벽히 동일한 토크 대 체결력 결
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식은 나사산의 개수, 다시 
말해 볼트의 길이에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볼트의 직경이나 피치(pitch)가 달라지면 새로운 
보정식을 도출해야 한다. 보정식은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반응표면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회귀식이나 보간법 중 어떤 
근사화 기법을 사용할지 등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본 논문의 주제와 거리가 있기 때
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3.3 베이지안 접근법 기반 마찰계수 추정 
90N·m의 토크를 가하여 총 20회 체결력을 측정

한 데이터를 Table 2에 나타냈다.(21) 이 데이터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실제 로켓 모터의 볼트와 치
수가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같은 스틸 재질의 
볼트로써 표면 마찰 조건이 유사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토크 대 체결력을 측정했을 때 Table 2와 같
은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데이터와 식 (7)을 이용하여 마찰계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Table 3의 데이터와 식 (3)을 이용하여 마찰 계
수의 주변 사후 분포(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
를 해석적 또는 수치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해석
적으로 구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총 20개의 
데이터 중 5, 10개만을 각각 이용한 결과도 함께 
나타냈는데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곡선의 폭이 좁
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전적인 통계학을 이용한다면 단순히 데이터의 

평균 단일 값을 구하겠지만 베이지안 접근법을 적
용하면 평균과 표준편차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확보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그 
평균 값이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는 의
미이며 Fig. 8과 같이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분포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믿음의 정도가 강해진다고 표
현할 수 있다. 
마찰 계수의 사후 분포가 결정되었다면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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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F of mean of fric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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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DF of standard dev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Fig. 8 Marginal posterior densities of m  and s  for 
test data 

Table 2 Preload for 20 tests of steel bolts torque to 
90N·m(21) 

30.7 33.8 27.6 33.8 42.7 
39.2 33.8 23.6 30.3 40.5 
37.4 35.6 32.9 37.8 28.0 
34.7 40.0 37.8 35.6 29.4 

[unit: kN]

Table 3  Friction coefficients calculated by using 
equation(7) 

0.170 0.153 0.190 0.153 0.119 
0.130 0.153 0.224 0.172 0.126 
0.137 0.145 0.158 0.136 0.187 
0.149 0.127 0.136 0.145 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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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어진 마찰 계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샘플 y% 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를 사후 예측 

분포(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라 한다. 사후 
예측 분포는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p p p d= òy y y θ y θ y θ% %  (8) 

 
사후 예측 분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 

(8)의 적분 속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식 (3)으로
부터 표준편차의 샘플을 생성해야 한다. 표준편차
는 식 (3)을 평균으로 적분하면 유도할 수 있는 
식 (9)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 

 
 ( )2 2 2| ~ 1,y Inv n ss c- -  (9) 
 

다음으로 평균은 식 (10)을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데 이 식은 표준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에 평
균의 사후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다. 

 
 ( )2 2| , ~ ,y N y nm s s  (10) 
 

이렇게 얻어진 샘플들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사
후 예측 분포의 샘플은 식 (11)로 얻을 수 있다. 

 
 ( )2~ ,Ny μ σ%  (11) 
 
3.4 볼트 파손에 대한 신뢰성 해석 
볼트 파손에 대한 한계 상태 함수는 Lim(22)의 

논문을 참고하여 볼트 단면적의 40% 이상이 인장 
강도에 이를 때 파손이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Fig. 5에 보인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볼트의 최대 응력은 첫 번째 나사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첫 번째 나사산의 단면에
서 인장 강도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는 면적이 전
체 면적의 40% 이상이 되면 파손이라는 기준으로 
식 (12)와 같이 한계 상태 함수를 정의하였다. 

 

 0.4u
A

g
A
s= -  (12) 

 
여기서 

u
As 는 인장 강도 이상의 응력이 발생하는 

면적이고 A 는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단면의 전
체 면적이다. 
신뢰성 해석을 위한 입력 변수는 토크와 마찰 

계수, 그리고 내압을 고려하였다. 내압의 경우에는 
정확한 해석을 위해 실제 로켓 모터 내부의 연소 
과정에 대한 해석을 수행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Moon(10)의 논문을 참고하여 MEOP(Maximum 

Expected Operating Pressure)의 분포를 등가 정규 분
포로 변환하였다. 변수들의 평균과 COV를 Table 4
에 나타냈으며 여기서 마찰계수는 Table 3의 20개 
데이터에 단순히 평균, 표준편차를 위하여 계산한 
값이다. 
볼트 체결부의 유한요소해석은 계산 시간이 오

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성 해석을 위하여 
반응 표면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라틴 하이
퍼큐브 샘플링으로 설계점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3가지 변수에 대하여 20개의 
샘플점을 생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Table 4 Input parameters for reliability analysis of bolt 
failure 

Parameter Mean COV 
Torque (kN-mm) 90 0.1 

Friction Coefficient 0.1544 0.1690 
Internal Pressure (MPa) 12.6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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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sing 10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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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sing 20 test data 

Fig. 9 PDF of failure probability for bol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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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4차 다항식으로 반응 표면을 구축하였다. 
식 (11)을 이용하여 총 10,000개의 샘플을 생성

하였으며 구축된 반응 표면으로 10,000회의 신뢰
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9와 Table 5에 나타
냈다. 신뢰성 해석은 연구실 내부적으로 MATLAB 
코드로 개발한 FORM(First Order Reliability Method)
을 이용하였다. Fig. 9의 각 그래프에서 x축 스케일
을 일치시킨 결과를 비교해보면 측정 데이터가 많
아질수록 실패 확률 분포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a)와 같이 측정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실패 확률의 분포가 넓은 것은 믿음의 정
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설계 기준에서 정한 실패 확률이 신
뢰 구간의 하한값 보다 작게 되기 위해서는 더 보
수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오링의 신뢰성 해석 

본 논문의 두 번째 적용 대상은 로켓 모터의 
오링 기밀부이다. 초탄성 거동을 보이는 고무 오
링은 로켓 모터가 점화되었을 때 고압 가스의 외
부 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원
형 단면을 갖는 오링은 조립이 되면서 압착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반발력(접촉 압력)에 의해 기
밀 성능을 확보하게 된다. 4장에서는 베이지안 접

근법을 활용하여 고무 모델의 계수를 추정하고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오링의 기밀 성능에 대한 신뢰
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4.1 오링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오링 기밀부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을 Fig. 10에 

나타냈으며 2차원 축대칭 조건으로 점화기, 케이
스 및 원형 단면의 오링을 모델링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수행한 오링 기밀부의 경우 보안상 상세 
형상과 치수를 공개할 수 없었다. 오링의 재질은 
로켓 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viton(23)이라는 
재료가 사용되었으며 식 (13)의 Mooney-Rivlin 모
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 ) ( )10 1 01 23 3W C I C I= - + -  (13) 
 

여기서 W 는 변형률 에너지 밀도이고 10C 와 01C
은 모델 파라미터이며 1I 과 2I 는 변형률 불변량
(strain invariant)이다. Fig. 11에 나타낸 압축 시험 데
이터와 식 (13)을 이용하여 10C , 01C 을 구하면 각
각 1.87, 0.47이 얻어지며 그 결과를 Fig. 11에 함께 
나타냈다.  
오링 기밀부의 해석 단계 및 결과를 Fig. 12에 

Table 5 Mean and confidence bands of failure prob-
ability for bolt failure 

Used Data 2.5% Mean 97.5% 
5 data 4.5521e-2 5.1787e-2 5.9224e-2 

10 data 4.2359e-2 4.5814e-2 4.8988e-2 
20 data 6.9346e-3 7.7925e-3 8.5879e-3 
 

 
Fig. 10 Finite element model of o-ring seal 

 

 
Fig. 11 Mean and confidence bands of posterior 

predictive Mooney-Rivlin model using Bayesian 
approach 

 
Fig. 12 FEA steps and results of o-ring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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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해석은 총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우선 
오링이 조립과정에서 압착되는 과정을 억지 끼워 
맞춤 형태로 해석하게 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압을 가하는 해석을 수행한다. 첫 번째 단계에
서 오링의 최대 접촉 압력은 16.53 MPa로 나타났
으며 내압(12.63 MPa)을 가한 뒤 16.26 MPa로 약 
0.27 MPa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4.2 초탄성 모델 파라미터 추정 
2장에서 설명했던 MCMC 기법을 활용하여 식

(13)의 파라미터 10C , 01C  그리고 표준편차 s 를 

추정하였다. Fig. 1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값과 
Mooney-Rivlin 모델 간 오차의 우도를 나타내면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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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y 는  실험 데이터를 의미하고 파라미터 
θ는 10C 와 01C 이다. cy 는 컴퓨터 모델, 다시 말
해 Mooney-Rivlin 모델을 의미하며 ex 는 실험점을 
나타낸다. 이 식은 변수 θ , s 가 주어졌을 때 ey
를 얻게 될 확률을 의미하며 이 우도 함수를 이용
하여 MCMC 기법으로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총 10,000회의 MCMC 샘플링을 이용하여 10C , 

01C  그리고 s 의 사후 분포를 구한 결과를 Fig. 

13과 Table 6에 정리하였다. Fig. 13(b)의 MCMC 이
력을 보면 샘플링 과정이 잘 수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6에 정리한 결과를 살펴보
면 4.1절에서 단일 값으로 구한 Mooney-Rivlin 파
라미터와 비교했을 때 평균 값이 유사하게 계산되
었고 신뢰구간까지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구해진 샘플을 이용하여 사후 예측 분포

를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예측 구간을 다시 
Fig. 11에 나타냈다. 단일 값으로 구한 파라미터의 
결과와 베이지안 접근법으로 구한 평균의 결과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48% 이상의 변형 
구간을 제외하면 예측 구간안에 실험 값이 잘 포
함되고 있었다. 

 
4.3 오링에 대한 신뢰성 해석 
오링의 기밀 성능은 작용 압력과 접촉 압력의 

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24) 이를 통해 한계 상태 
함수를 식 (15)와 같이 나타냈다.   

 
 contact ig Ps= -  (15) 
 

여기서 contacts 은 최대 접촉 압력이며 iP 는 내압
이다. 
체결 볼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뢰성 해석을 위

해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 표면을 
구축하였다. Mooney-Rivlin 파라미터와 내압을 변
수로 고려하였으며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으로 
20개의 샘플점을 생성하였고 반응 값을 최대 접촉 
압력으로 하여 4차 다항식으로 반응 표면을 구축
하였다. 
신뢰성 해석에 사용된 변수 중 내압은 3장에서

사용된 값과 동일하며 10C , 01C 의 사후분포는 어

떤 분포를 따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신
뢰성 해석에 적용할 수 없고 등가 정규 분포로 변
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 (16)을 이용하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변수를 등가 정규 분포
로 변환이 가능하며 이식은 참고문헌 (11)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신뢰성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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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ean and confidence bands of Mooney-Rivlin 
parameters and standard deviation 

 2.5% Mean 97.5% 

10C  1.69 1.90 2.11 

01C  0.42 0.53 0.65 
s  2.46 2.93 3.52 

 
 

 
(a) Posterior distributions     (b) MCMC history 

Fig. 13 Posterior distributions and MCMC history of 
three parameters 



고체 로켓 모터의 체결 볼트와 오링에 대한 베이지안 접근법 기반 모수 추정과 신뢰성 해석 

   
 

1063 

0.6 0.8 1 1.2 1.4 1.6 1.8 2

x 10
-4

0

0.005

0.01

0.015

0.02

0.025

0.03

0.035

Probability of Failure

P
D

F

Deterministic
failure probability

 
Fig. 14 Probability distribution of failure probability for 

o-ring seal 
 
총 10,000회의 MCMC 샘플링  수행하여 10,000

개의 10C , 01C 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이를 이용하여 10,000회의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
였고 그 결과를 Fig. 14에 나타냈다. Mooney-Rivlin 
파라미터를 단일값으로 구한 실패 확률도 함께 나
타냈으며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한 신뢰성 해석
에서는 실패 확률이 분포로 도출되기 때문에 요구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해 얼마나 보수적인 설계를 
해야 하는지, 또는 설계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해석에 사용되는 입력 변
수의 추정을 위해 베이지안 접근법을 활용하였으
며 추정된 값은 단일 값이 아닌 확률 분포로 도출
되었다. 고전적인 신뢰성 해석에서는 실패 확률이 
단일 값으로 주어지지만 베이지안 신뢰성 해석에
서는 변수가 확률 분포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 결
과로 계산되는 실패 확률 역시 분포로 제시되었다. 
입력 변수와 실패 확률이 분포로 제시되는 것은 
확보된 측정 데이터에 기반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측정 데이터의 
수가 적을수록 추정된 변수와 실패 확률 PDF의 
폭이 넓다는 것은 믿음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신뢰도를 만족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설
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며 반대로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PDF의 폭이 좁아지면서 믿음의 정도
가 강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만을 다뤘

지만 유한 요소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 표면
을 구축한 부분에서도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n(25)에 의해 연구되었던 근사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하며 비선형 소성 물성치도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베이지안 접
근법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입력 변수에 대한 실
험 데이터를 확보할 수는 없었고 신뢰성 해석 시 
몇몇 가정이 포함될 수 밖에 없었다. 
오링 문제에서는 해석에 사용된 고무 모델이 실

험 데이터를 완벽하게 모사하지는 못 하고 있었는
데 이 문제는 더 많은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
확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모델과 데이터 간의 편향
성(bias) 해석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한 실패 확률의 분포를 구하기 위해 매우 많은 회
수의 신뢰성 해석을 수행하였는데 계산 시간의 단
축을 위해 추가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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