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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용 알루미늄 듀오타입 LPG 탱크의 형상  두께 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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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o develop a light weight duo type aluminum LPG tank in stead of a conventional steel tank 
optimization technology is used. Two types of optimization method are carried out for internal compression test 
simulation of a LPG tank. The first is the thickness only optimization of LPG tank components. The second is the 
thickness and shape optimization. For the case of the thickness only optimization the weight reduction rate of an 
optimized tank compare to that of the initial design is 42%. Also 48% weight reduction was achieved for the case of the 
thickness and shape optimization. 

Key words : Commercial vehicle LPG tank(상용차 LPG 탱크), Aluminum duo type(알루미늄 듀오 타입), Thickness 
optimization(두께 최 화), Shape optimization(형상 최 화), Weight reduction(경량화)

1. 서 론1)

최근 세계 인 유가상승  환경문제 개선을 

해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LPG 자동차의 연료 장

용 압력용기에 해 재질 변경에 따른 경량 압력용

기의 설계 기술력 확보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LPG 연료탱크 기술 개발의 사항은 크게 안

성, 공간 확보, 경량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안 성을 

기본으로 공간 확보  경량화를 한 설계변경  

경량 알루미늄 소재를 용한 LPG 연료탱크 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경량화는 세계 인 

연비 규제에 응하기 해 필수 인 기술로 자동

차에서 경량소재의 용이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
라 자동차용 알루미늄 LPG 연료탱크 모듈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자동차 경량화에 기여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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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차량에 사용 인 2~3방식 강

재 LPG 탱크를 알루미늄 LPG 탱크로 변경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재 국내외 LPG 승용차에 
장착되는 압력용기는 2~3방식 강재 LPG 탱크이며 
두께는 2.5~3.0mm이다. 이 모듈 무게는 50~80kg이
며 안 에 직  련되는 특수용기이기 때문에 가

스안 공사의 압력용기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기
존의 강재 LPG 탱크를 경량 소재인 알루미늄으로 
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 으며 재질 변경

과 형상  각 부품별 두께를 최소화하여 LPG탱크
를 경량화 하 다. 이를 해 두께, 형상 최 설계2-4) 
기법을 용하여 알루미늄 듀오 형식 연료탱크 

기 설계 모델의 문제 을 개선하고 최  알루미늄 

LPG 탱크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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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듀오 형식 LPG 탱크 기 설계

2.1 기 모델링

기존 2~3방식 강재 LPG 탱크는 Fig. 1과 같이 연
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를 액기 상 이 를 통해 

연료를 공 하는 시스템이며 액기 상 이  부와 

실린더를 연결하는 부분에 빈공간이 발생되는 단

이 있다. 이 부분을 없애고 탱크의 용량 향상을 해 
Fig. 2와 같이 듀오 형식 LPG 탱크를 설계 고안하
다. Fig. 3은 듀오 형식 LPG 탱크의 각 부품별 명칭
에 해 도시한 것이다. 탱크 내부에는 액화된 LPG
와 가스 상태의 LPG가 혼합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기체상태의 LPG가 충 되어 내압이 걸리는 

상태로 해석하 다. 이것은 재 실시되고 있는 
LPG 탱크 내압시험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이다.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유한요소 해석

을 해 쉘과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유한요소를 

생성하 고 쉘요소는 85,485 개이고 솔리드요소는 
34,238 개이며 유한요소모델을 Fig. 4에 나타내었다. 
탱크에 한 물성 값은 Table 1에 정리하 으며 

Fig. 1 Conventional steel LPG tank

Fig. 2 Aluminum duo type LPG tank design model

Fig. 3 Assembly diagram of the aluminum tank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the aluminum tank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aluminum duo type LPG 
tank

Material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Density
(kg/m3)

6061 T6 70 0.3 2700

기 탱크의 두께는 10mm로 설정하 다. 탱크의 내압
조건으로 30bar의 압력을 부여하 고 가상의 구속

조건(inertia relief)의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고정되
지 않은 물체에 한 조건을 부여하 다.

2.2 기 모델 해석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기 모델 해석 
결과는 Fig. 5와 6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끝 의 end plate와 gauge boss 부 에 응력

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쉘요소와 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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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on-mi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 initial model

Fig. 6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initial model

Table 2 Initial model analysis results

Von-mises sztress (MPa) Displacement (mm)

173.3MPa 0.512mm

드요소 경계부에 응력이 집 되는 상을 보이고 

있다. 기 모델 해석의 응력  변  결과 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
에 용되는 알루미늄의 항복강도 값은 약 290MPa 
정도이며 LPG 탱크의 내압실험 조건이 유한요소해
석상에 용되는 결과 값보다 가혹한 조건이기 때

문에 기 모델 해석 결과 최 응력 값이 항복응력 

범 를 만족함을 알 수 있으나 항복응력에 비하여 

하게 낮아 과도하게 설계됨을 알 수 있다.

3. 듀오 형식 LPG 탱크 최  설계

3.1 최  설계 차

LPG 탱크 내압시험과 동일한 시험 조건을 이용
한 기 모델 해석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발생하는 최 응력이 항복응력에 비하여 하게 

낮아 과도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내압조건을 만
족하면서 형상  두께 변화를 통하여 허용응력을 

벗어나지 않고 질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 설

계를 수행하 다. 최  설계 방식은 다음 두 가지 경

우에 하여 실시하 으며 처리는 Hyper Mesh5)

의 Radioss를 사용하 고 두께최 화와 형상최 화

는 HyperMorph,6) Optistruct7)
를 사용하 다. 후처리 

한 HyperMesh를 사용하 다.
첫 번째 경우는 형상을 유지한 채 각 부품별 두께

를 변화시켜 내압 시험조건과 항복응력 조건을 만

족하면서 질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설계를 

수행하 다.
두 번째 경우는 체 형상과 두께 최 화를 동시

에 진행하 다. 특히 형상 변경 조건에 해서는 실
제 차량에 장착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형상 변경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설정하여 최 설계를 진행하

다.

3.2 두께 최  설계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기 해석 결과 
내압조건을 만족하 지만 이로 인해 연료탱크의 무

게가 무거워 탱크의 형상은 유지한 채 각 부품별로 

두께를 최 화하여 질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설계를 수행하 다. 목 함수는 질량으로 설정하

으며 최 응력을 허용응력보다 작도록 제한조건

을 설정하 다. Table 3에 두께 최 설계의 목 함

수와 제한조건을 기술하 고 Table 4에는 탱크의 두
께를 3mm에서 1mm 간격으로 10mm 까지의 이산화 
된 설계변수를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두께 최 설계 

결과 17번의 설계 반복을 통해 탱크의 질량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각 부품의 두께를 산출하 다. 기

Table 3 The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Cost function Constraints

Minimize mass Maximum stress < 240MPa

Table 4 Design variable (thickness)
Initial value Design variable (x)

10mm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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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ickness optimization results
Initial Optimization

Mass 38.86kg 22.25kg
Stress 173.3MPa 235.6MPa

Table 6 Optimized thickness of the aluminum tank 
components

Description Initial Optimized

End plate (1) 10mm 9mm

End plate (2) 10mm 6mm

Main cylinder 10mm 6mm

Sub cylinder 10mm 3mm

Middle cylinder (1) 10mm 4mm

Middle cylinder (2) 10mm 4mm

Plate (1) 10mm 6mm

Plate (2) 10mm 6mm

모델의 질량은 38.86kg이었고 최 설계 후 질량은 

22.25kg으로 약 42%정도 감소되었으며 제한조건으
로 설정했던 응력 값은 두께변화로 인해 기해석

보다는 증가하 지만 항복응력 범 를 만족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Table 5에 두께 최 설계 후 목

함수  제한조건에 한 결과를 기술하 고 Table 
6에는 각 부품별 두께 최 화 결과를 나타내었다.

3.3 형상  두께 최  설계

LPG 탱크의 질량을 더욱 최소화하기 하여 형
상과 두께에 해 동시에 최 화를 수행하 으며 

목  함수와 제한 조건은 두께 최 화와 동일하게 

용하 다. 형상  두께 최  설계의 설계 변수는 

탱크 체 부피에 morphing 개념을 도입하 다. 탱
크 체의 부피 각 좌표에 해 탱크사이즈 역을 

설정해 주고 사이즈에 한 좌표 방향 별 형상 변화

가 일어나도록 하 다. Fig. 7에는 형상 최 화에 

한 설계 변수를 도시한 것이며 Table 7에 설계변수
의 변화 범 를 기술하 다. 이 설계 변수는 탱크의 
형상 변화가 일어날 때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
크가 실제 차량에 장착될 수 있는 범 를 고려한 것

이다.

Fig. 7 Design variables of shape optimization

Table 7 Dimension of minimum and maximum space size
Size Minimum (mm) Maximum (mm)

Length 845 855
Width 500 520
Height 255 265

Capacity 81ℓ 88ℓ

Fig. 8 Shape optimization result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의 형상  두께 최
설계에서는 설정한 설계변수가 수렴하기 해 19
번의 설계 반복을 수행하 다. Fig. 8에는 형상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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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ickness and shape optimization results
Initial Optimization

Mass 38.86kg 19.99kg
Maximum stress 173.3MPa 239.4MPa

Table 9 Optimized dimension of LPG tank
Size Dimension (mm) Capacity(ℓ)

Length 854.5
85ℓWidth 501.8

Height 262.3

Table 10 Optimized thickness of the aluminum tank 
components

Description Initial Optimized

End plate (1) 10mm 9mm

End plate (2) 10mm 7mm

Main cylinder 10mm 3mm

Sub cylinder 10mm 3mm

Middle cylinder(1) 10mm 4mm

Middle cylinder(2) 10mm 4mm

Plate(1) 10mm 6mm

Plate(2) 10mm 6mm

화된 LPG 탱크를 도시한 것으로 각 별 변화

가 탱크의 양쪽 끝 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형상  두께 최 설계 후 질량은 19.99kg
으로 기 설계 모델에 비해 약 48% 감소가 되었으
며 제한 조건은 항복응력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

다. Table 8에는 형상  두께 최 설계 후 목 함수 

 제한조건에 한 결과를 기술하 다. Table 9에
는 형상 최 화 후 결과를 기술하 고 체 형상의 

변화된 사이즈  용량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Table 10에는 각 부품별 두께 최 설

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2~3방식 강재 LPG 탱크를 경
량 소재를 용한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로 
설계하기 하여 최 설계를 수행하 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1) 신 구조 알루미늄 듀오 형식 LPG 탱크를 설계한 
후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고 LPG 형식 제작 후
에 실시하는 내압 시험조건으로 기 설계 모델

에 해 내압해석을 수행하 으며 탱크 설계 시 

안 율이 고려된 내압시험 조건인 30bar에서 항
복응력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2) 질량을 최소화하기 하여 기 모델 해석 결과
를 토 로 두께 최  설계와 형상  두께 최 설

계를 실시하 다.
3) 기 모델에 하여 형상은 그 로 유지한 채 두

께 최 설계를 실시한 결과 질량을 약 42% 일 
수 있었고 내압 조건을 만족하는 범 에서 최

의 두께를 도출하 다.
4) 실제 차량 장착 범 를 고려하여 형상과 두께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최 설계를 실시하 다. 최
 설계 결과 LPG 탱크의 질량은 약 48% 감소하
고 탱크의 용량은 기 81ℓ에서 85ℓ로 증가
하여 용량은 증 되면서 질량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최 의 LPG 탱크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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