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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jor concern in modern industry is how to reduce the time and cost for product efficient production. 
Among many mechanical parts of a satellite, bracket plays an important role to support the load when the 
satellite is launched to space. so enough strength and stiffness. A designer could add unnecessary material and 
strength it so as not to fail when it used. But if mechanical part of satellite is over-designed, cost will rise and 
it also goes against to the aim of lightness. To achieve lightness and enough strength and stiffness, 
optimization algorithm should be introduced in design process. In this study, conceptual design of bracket is 
carried out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satellite. Some parameter which could change the weight of this 
part are selected as design variables. Total weight of bracket is to be minimized while displacement and stress 
should not exceed limit. Size optimization is done with 3D solid element and PLBA, the RQP algorithm. The 
weight of 0.262kg of initial model is reduced to 0.241kg after optimization process, so 9.8% of weight 
reduction is obtained.

1. 서 론 

 위성 안테나 부품인 브래켓은 안테나 구조물을 
위성체의 운송 구조물에 고정시켜 위성 발사체가 
우주로 발사될 시 받는 하중으로부터 안테나 구조
물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발사
조건에 따른 다양한 하중을 견디며, 안전도를 유
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성체 발사 시 각 부의 중량은 발
사 비용에 영향을 줌으로 중량감소는 필연적이며, 
특히 위성체에 있어서 개념설계 단계가 체계화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적설계를 수행함의 타당성
은 충분하다 하겠다.[1] 최적설계는 주어진 제약조
건을 만족시키면서 설계대상의 기능을 척도로 최

적화하는 설계이다[2]. 최적설계 기법은 설계변수의 
특징에 따라 치수 최적설계, 형상 최적설계, 그리
고 위상 최적설계로 나뉘어 진다[3]. 
치수 및 형상 최적설계는 시스탬의 초기위상에 제
한을 받는 세부 설계에 많이 이용되는데 반하여, 
위상 최적설계 기법은 시스템의 초기 요구 조건들
을 고려한 시스템의 초기위상을 돌출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산업 현장의 
설계과정 중 시스템의 요구조건을 고려한 개념설
계는 대부분 설계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많은 부분
을 의존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개념설계에서 
고려한 시스템의 기하학적 형상은 시스템의 성능
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시
스템의 요구조건을 고려한 최적의 형상을 도출하
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경험이나 직관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측면에서 잘 정립된 설계도구가 요구된
다. 본 논문에서는 위성안테나 부품 중 복합적인 
하중을 받는 브래켓에 최적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중량을 개선 하고자 한다. 먼저 유한 요소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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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형상 모델을 구상하고, 형상 모델에 
하중조건과 변위 경계 조건을 정하였다. 브래켓에 
작용하는 하중은  안테나 구조물 전체를 구조 해
석하고 이때 각각의 브래켓이 받는 하중을 산출하
여 적용 하였고, 변위 경계조건은 각각 네개의 볼
트로 운송구조물에 고정되는 지지조건을 이용 하
였다. 먼저 구조 해석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
고, 현 모델의 설계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
선 개념설계를 위한 위상 최적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한 브래켓 각판의 두께와 지지판의 각도
를  설계 변수로 한 치수 최적설계를 수행 하였다. 
이 때 기존의 최적 설계기법으로는 필요 이상의 
많은 계산량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상최적 설계 기법과 근사 최적설계 기법을 
이용하였다. 위상최적 설계 기법에 기본한 근사 
최적설계기법의 결과로 얻어진 수치를 이용하여 
재차 구조 해석을 실시하여 최적설계 기법의 타당
성을 확인 하였다.. 

2. 브레캣 모형  

위성안테나의 구조는 크게 급전부, 개구면, 빔 형

성회로 및 지지 구조물로 이루어진다. Fig. 1는 위

성체 안테나의 시스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특

히 지지대 부품의 하나인 브래켓은 안테나의 지지

구조물과 본체 연결구조물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부품으로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브

래켓에 작용하는 하중을 산출하기 위해  위성체 

전체 구조물을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NASTRAN 

 

 

 

  

 

 

 

 

 

 

 
 
 

을 이용하여 해석하였으며 요소는 셀 요소를 사용

하였다.이때 외부하중은 위성체 구조물 발사 시 

안테나 구조물이 받게 되는 하중으로, 각 축 방향

으로 중력의 30배가 작용하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아래의 Table 1 은 각 브래켓의 각 구멍에 작용

하는 하중값을 보여준다. 

브래켓의 강도 및 강성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

델은 Fig.3과 같으며,Pro/engineer를 이용하여 모

델링 과정을 수행한 후 Pro/MESH를 이용하여 유

한요소를 생성하였다 구조물에 체결을 위한 네 개

의 구멍과 지지부에 연결되는 네 개의 구멍을 보

여주고 있다.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 요소의 종

류는3차원 고체요소이다. 브래켓의 재질은 알루미

늄 합금인 AL 7075-T7351 이며, 규격은 QQ-

A-250/12,  두께가 2.0 – 2.5 인치로 구성된 판

형상으로 이에 대한 물성치는 Table 2에 주어져 

있다[6]. 

 

 

Table. 1 Values of bracket load components 

Description 
Location Fx (N) Fy (N) Fz (N) 

Bracket hole 1 8.8 745.1 1800.3 
Bracket hole 2 270.1 325.5 123.8 
Bracket hole 3 45.0 -41.5 -369.2 
Bracket hole 4 100.5 -72.8 1879.8 

Table. 2 properties of aluminum 7075-T7351 

Material property Value 
Ultimate tensile strength, Uσ   448 Mpa 

Yield strength. Yσ  359 Mpa 
 Young’s modulus, E 71.016 Gpa 

Shear modulus of elasticity, G 24.821 Gpa 
Poisson’s ratio, ν  0.33 

Density, ρ  2795.67 kg/m3 
 

Bracket 

Antenna 
Tower

Bus structure

Fig.1  stellite antenna system

Fig.2 finite element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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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요소 해석에 적용된 하중조건과 변위 경계조

건은 실제 실험에 적용되는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

로 그 내용은 Table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조물에 체결되는 4개의 구멍에 각각 X,Y,Z 축

으로 하중이 작용하고, 지지부에 고정되는 4개의 

구멍에 병진 운동을 고정시키는 조건을 적용 하였

다.  

3. 위상 최적설계 

 본 연구에서는 브래켓의 초기형상이 부분적으로 

정의된 상태라 가정한다. 이는 브래켓 상부와 하

부 부위는 안테나 보강판 및 운송 구조물과의 고

정 관계로 형상이 결정되는 반면, 중간 연결 부위

는 외부 구속조건이 없어 중간 부위만을 위상 최

적이 가능토록 한정 하였다. 따라서 위상 최적이 

가능한 중간부위, 경계조건 및 외부하중 조건이 

알려진 상태에서 최적의 위상을 도출하여 추후 이

루어질 근사 최적설계에 있어서 지지판의 형태를

유도하고자 한다.먼저 설계영역을 Fig.3과 같이 

정의한다. 공간은 높이 21 mm, 길이 84 mm, 폭 

74 mm 이며, 경계조건은 브래켓이 운송 구조물에 

볼트로 고정되는 네 곳의 절점 위치에 모든 변위

를 고정 시켰다. 그리고 하중은 보강판에 볼트로 

고정되는 연결부위의 반력을 해당 절점에 부과 하

였다. 요소는 고체 요소를 사용하여 총 11565개

의 요소로 분할 하였다. 설계변수는 각 요소의 밀

도이고, 목적함수는 구조물의 굴성에너지의 최소

화 즉, 구조물의 전체 강성의 최대화이다. 제약 

조건은 전체 설계 영역에서 사용하는 재료의 

25%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상용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브래켓 위상 최적설계의 결과

에 대해 논하였으며[10], Fig.4에 브래켓의 최적 위

상을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최대 응력이 

발생되는 부위의 두께가 초기보다 다소 두꺼워지

고, 응력치가 작은 부위는 요소가 없어진 모양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3design domain of bracket topology optimization 
.  

. 이 같은 현상을 기반으로 중간 지지부 모양을  

산출하기 위해 아래 Fig 5에서와 같이 밀도가 1

인 요소를 나타내었으며 이 형태는 실제 제작에 

있어서 어려움이 크므로 모양의 단순화를 꾀하였

으며 그 과정으로써 임의의 평면에 전사하여 1차 

함수로 나타내었다. Fig 6 과 같은 반 시계 방향

으로 18.1도의 기울기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으

며, 단순한 평판의 형상을 유도 할 수 있다. 이것

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치수 최적설계에 반영 

할 것이다 

y = 0.3198x - 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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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one order approximation function 

4. 치수 및 형상 최적설계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최적설계 시 구조 해석프로

그램과 최적설계 프로그램과의 연결에는 연결 프

로그램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프로그램 실

행 시 높은 계산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

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근사 최적 설

계이다 . 근사 최적설계방법은 구조 해석 프로그

램을 초기 설계 단계와 적당한 지점에 대해 사용

하여 구해진 응답량을 통해 근사 함수를 만들어 

설계자가 알고자 하는 실험 점의 값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 근사 최적설

계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방법에는 완

전요인 배치법, 중심 합성 계획법, 그리고 직교 

배열표를 이용한 방법, 라틴 방격법이 있는데, 여

기서는  설계변수의 수가 3개 이상의 경우 직교 

배열법에 의한 방법이나 라틴 방격법을 주로 쓴다.

직교 배열법은 근사식의 정확도가 실험점을 벗어

나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여기서는 라틴방

격법을 사용하였고, 설계변수는 5개이며 Fig.2에

서 나타내었듯이 상부(T1),중간부(T2),지지부(T3)

하부(T4)의 두께와 지지부(T3)의 각도로 두었으

며 현 모델을 기준으로–10%~10%로 정하였다, 

그리고 지지부의 각도를 0도에서 설계영역의 기

하학적 상한치인 18도 까지 두었다. 목적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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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캣의 무게이며, 제약함수는 변위와 응력으로

써 유한 요소 해석에서 응력이 최고치인 지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험횟수는 3수준으로써 81회

이며 각각의 설계변수에 대해 2차 다항식을 구하

였다. 설계변수의 변화에 따른 응력이 최고치인 

지점이 한 지점으로 일정 하였으므로 응력제약함

수는 한 지점에 대해 구하였다. 설계 변수에 대한 

응답량의 변화에 대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설계 변수에 대한 응답량의 관계식을 최소자승법

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구해진 다항식을 바탕으로 

최적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부의 최적의 두

께와 각도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차근사식의 일

반형태는 다음 식(1)과 같다. A는 상수항의 계수

이고 B는 일차항의 계수 값이며, n × 1행렬이다.  

C는 2차항의 계수 벡터이고, n × n 행렬이며, n의 

값은 설계변수의 개수이다. 목적함수와 제약함수

의 근사식의 계수 값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 ] [ ] [ ]XCXXBAXf T++=)(   (1) 

Table.3 coefficient of approximate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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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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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설계 알고리즘은 순차이차 계획 알고리즘인 

PLB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설계 변수의 초기

치는 현 모델의 상판과 중판 지지판이 5mm 와 

하판이 6 mm, 그리고 설계변수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4.5mm 에서 5.5mm 와 5.4mm에서6.6 mm

로 하였고 각도에 대한 상한과 하한은 0도에서 

18도까지이다. 제약조건은 유한요소 해석에서 응

력이 최고치인 지점에 대한 것 한 개 이다. 허용

응력은 재료의 인장강도에서 위성안테나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안전율을 1.5로 적용하여 300Mpa로 

설정 하였고,허용변위는 2.5mm이다. 모델의 총 

무게가 9.8% 줄었고,아래 Table.4에서 보여지듯

이 지지부의 두께 5 mm인 부분이 4.7 mm로,상부

와 중간부의 두께는 모두 4.5mm로,하부의 두께는 

6 mm인 부분이 5.4 mm로 설계되었다. 이 최적 

설계의 결과로 재해석을 실시하고 근사식과 실재 

값을 비교한 결과  응력값이 295MPa로 제약 조

건인 허용응력  300Mpa에 미치지 못하는 값을 

나타내었고.허용변위 2.5mm에 못 미치는 2.46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근사식 응력과 변위에서 

5.8%와 2.7%의 오차를 가지고 있었다.  

Table .4 change of design variables 

Design variable Initial value Optimum value 
 T 1 5 mm 4.5 mm 
 T 2 5 mm 4.5 mm 
 T 3 5 mm 4.7 mm 
 T 4 6mm 5.4 mm 

Degree 0o 18o 

 

5. 결 론 

브래켓의 경량화를 목적으로 진행한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도면과 실물을 바
탕으로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기 위한 형상 모델을 
구성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NASTRAN 을 
사용하여 해석을 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바탕으
로 실물제작에 사용된 각 부의 두께와 지지부의 
각도를 설계 변수로 선정하여 치수 최적설계와 형
상최적설계를 행하였다. 이때 기존의 최적 설계 
방법으로는 현 유한요소모델의 방대함으로 인한 
엄청난 계산량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근사 최
적설계에 앞서 위상최적설계를 실시 하였으며 그
에 따른 근사 최적 설계법을 이용 하였다. 이상의 
과정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치수 최적설계 결과 설계 변수는 상부,중간부,

지지부, 하부로써 초기값 5mm와6 mm에서 상부

와 중간부는 4.5mm,지지부는 4.7mm 하부는5.4 

mm로 각각7%, 7%, 6%, 10% 감소하였고, 무게는 

0.262 kg에서 0.241 kg으로 9.8% 정도의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2)위상 최적설계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거, 형상 

최적을 시도한 중간 부위가 반시계 방향으로 18o 

회전한 지지부를 제시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계방

향의 실험을 제외시킴으로써 설계비용 감소를 꾀

하였으며 치수 최적설계 값 역시 18o 를 제안함으

로 설계 변경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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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치수 최적설계 수행결과 구하여진 각 부의 두

께 4.5mm,4.7mm과 5.4 mm로 재해석을 한 결과 

응력 최고치가 295MPa, 변위 최고치가 2.46 mm

로 나타나 근사 최적설계 방법이 타당하게 수행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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