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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detail design was conducted for KSLV-1 1st stage Rear Fuselage 

Upper Compartment assembly. A basic structural sizing was done by the aircraft 

fuselage sizing in-house program. The frame structural design and the interface check 

were conducted by the FE and the CAD program. The structural margin of safety was 

conformed by FE analysis for the normal section model and duct cut-out section 

models which are the weakest parts of the rear fuselage. The shear stress analysis was 

performed for a fastener design of the skin-stringer which is most affected by the shear 

stress induced by the shear load.

   록

KSLV-1 1단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 상세설계를 수행하 다. 동체 사이징 로그램으로 

기본 인 형상을 결정했다. 체결류 기본설계를 통하여 스킨- 임, 스트링거- 임의 체

결류 선정하 다. 유한요소 로그램을 통한 임 구조해석  인터페이스 확인을 통하

여 임을 설계하 다. 한 유한요소 로그램으로 컷 아웃을 고려한 부분을 해석을 수

행하여 구조 안 성을 확인하 다. 단체결류 설계를 하여 최  단하 에 한 최  

단응력을 유한요소 방법으로 구하 다. 이러한 동체해석 사이징과 유한요소  체결류 

선정 로그램을 사용하여 후방동체 상부조합체의 상세설계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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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사체 동체 구조물 개발에 있어서 용되는 

구조형식으로는 스킨-스트링거 보강 (세미-모노코

크)구조, 아이소-그리드 (Iso-grid)보강구조,  샌

드 치 구조 등이 있다. 구조효율성  제작성을 

고려하여, 외국 발사체 (Delta-II, Arian-4, 5,  

M-V)에서 주로 세미-모노코크 구조를 많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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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이러한 세미-모노코크의 구조설계 효율을 높이

기 해서, 김 수등 [1,2,3]은 항공우주구조물 동

체의 구조를 사이징하는 로그램은 개발하여, 

최 화 연구를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설계 로

그램을 이용하여, KSR-III (Korea Sounding 

Rocket)의 탱크연결부를 설계  제작하 다 [4].

한 세미-모노코크 형식의 구조효율을 높이기 

해서 김 수등 [5,6]은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세

미-모노코크형식의 직경 1m  동체를 설계, 제작 

 구조시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직경 3m 의 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 후방동체 구조물

은 구조효율  제작성을 고려해서, 알루미늄 소

재의 세미-모노코크 형식을 채택하 다.

KSLV-1은 러시아와의 기술 력을 통한 1단 개

발  국내개발로 이루어진 2단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1단 후방동체

와 별도로, 국내에서 제작 인 인터스테이지, 산

화제와 연료탱크  탱크 연결부를 포함한 1단 

동체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Upper tail compartment

Roll control nozzles unit
(2 units x 2 nozzles)

Bottom tail compartment

Aerofin

Aerofin rotation axis

Truss 구조

Semi-monocoque 구조

KSLV-1 1단 엔진

그림 1. KSLV-1 1단 후방동체 구성도

그림 1에서 보듯이 KSLV-1 1단 후방동체는 상

부와 하부 조합체 두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후방동체부가 두개로 나 어진 것은 조립 시 

상부 부분만 연결하여 엔진의 근성을 좋게 하

기 한 것이다. 후방동체의 90°와 270°에는 날

개가 조립되기 한 어 터가 붙는다. 본 연구에

서는 날개를 제작하기 않기 때문에 날개가 붙는 

어 터부분을 제외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하는 직경 

3m  1단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에 한 상세 

설계내용을 기술하 다.

2. 구조설계

2.1 기본 구조설계

그림 2의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0°에 LOX 

(Liquid Oxygen) 공   배출 라인이 통과하는 

컷 아웃이 존재하며, 180°에 각종 이블이 통과

하는 컷 아웃이 존재한다. 한 상부 조합체의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개의 컷 아웃은 엔진을 검

하기 한 것이다.

후방동체 상부조합체 기본설계는 동체사이징 

로그램 [3]을 이용하여 컷 아웃이 없는 모델에 

해서 구조사이징을 수행하 다 [7, 8].

0 °

9 0 °

그림 2. 자 을 고려한 기본 구조설계 결과 

후방동체는 표 1에서 나타난 비행하 보다는 

약 140 ton의 자체하 이 작용할 때 구조마진이 

가장 작다. 이러한 자 에 의한 사이징 결과를 

그림 2의 오른쪽에 나타내었다.

표 1은 러시아 CDR (Critical Design Review) 

문서 [9]에 있는 후방동체에 작용하는 가장 큰 

다섯 가지 하 경우에 해서 각각의 마진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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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응력을 구한 표이다. 표에서 보듯이 최  

등가압축하 을 보이는 Case4의 경우가 다른 하

 경우보다 가장 작은 구조마진을 나타내며, 

한 가장 큰 단응력이 발생한다. 스킨과 스트링

거의 구조마진은 자체하 을 받을 때가 더 작게 

나타난다. 하지만 단력과 토오션은 자체하 을 

받는 경우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비행하 을 받을 

때 크게 나타난다. 후방동체에 발생하는 단응

력은 스킨과 스트링거를 연결하는 리벳을 설계하

는 하 조건이 된다. 이러한 단력에 의한 마진

계산은 2.5 에서 상세히 기술하 다.

Flight Load
Case1

(Opt 7.1_0°)

Case2

(Opt 7.2_90°)

Case3

(Opt 7.3_180°)

Case4

(Opt 7.4_45°)

Case5

(Opt 7.5_135°)

  V_z (kN) 0 139 0 102 107

  M_y (kNm) 0 -180 0 -132 -133

  V_y (kN) -138 11 140 -102 107

  M_z (kNm) 174 -13 -174 132 -133

  F_x (kN) -148 -135 -123 -146 -127

  M_x (kNm) -131 -94 -70 -121 -76

  Equil. Comp (kN) -388.0 -383.9 -363.0 -403.5 -386.4

  Max. Shear (MPa) -32.6 -30.5 -29.1 -33.1 -31.5

  MS (stringer) 8.746 8.915 9.720 8.327 9.023

  MS (skin, 40% S.B.) 2.308 2.459 2.687 2.242 2.504

러시아 CDR 기준 최대 하중 케이스 (Case1~5) 중 Case4가

최대 등가압축 및 최대 전단응력 발생 (S.F. =1.25)

표 1. 러시아 하  경우 (CDR)에 한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 구조여유

2.2 체결류 기본 설계

2.2.1 스트링거- 임 체결부

후방동체에 가장 큰 하 조건인 자체하 에 

의해 발생하는 내력은 스킨과 스트링거에 다르게 

나타난다. 구조강성이 상 으로 큰 스트링거에 

더 큰 내력이 걸린다. 자체하 에 의해서 생기는 

스트링거의 내력은 그림 2의 오른쪽 표와 같다. 

이러한 내력에 해서 스트링거와 임의 체결

을 유지하기 해서, 그림 3과 같이 한 개의 스

트링거당 1/4“ 리벳을 복열로 8개 체결하 다. 

이와 같은 체결에 한 ① 리벳 단 안  여유, 

② 스트링거 구멍주 의 베어링 손 안  여유 

 ③ 스트링거 sheet tension 안  여유를 표 2

와 같이 계산하 다.

Internal load

20

9.910.140

50

20

14

23

그림 3. 스트링거 + 스킨 + 임 체결 형상

Fastener Material 2117-T3

Dia.(D) 6.35 1/4"

pitch(p) 20.0

min. pitch 22.2 7/8" <= pp.D1.18 (for Rivet Dia & type)

p/D 3.16  

e/D 1.55

Sheet Material

gage 1.6 0.063" => faster Dia. : 5/32,3/16

edge m.(e) 9.872

e/D 1.55 >2 or >1.5

내력 계산 @ stringer

stringer 최대내력(압축) 23502.4 N <= 내력 결과

1.15

stringer 내력(최대 압축) 27028 N

faster number 8

faster load(with ten.) 3378

[패스너 전단 강도] <= Table D1.5

single shear strength 1550 lb for rivet type & Dia.(ref.[10] Table D1.5)

single shear strength 6894.7 N

strength factor 0.964 for Dia. & sheet gage (ref.[10] Table D1.5)
Fastener strength 6646.5 N =(single shear strength)*(strength factor)

MS for shear strength 0.97

[베어링 강도] <= Table D1.9 & 8

Unit bearing strength 1619 lb for Dia & sheet thi.(ref.[10] Table D1.9)

Unit bearing strength 7202 N

plate bearing factor 1.013 for e/D, sheet thi.(ref.[10] Table D1.8)

Utimate bearing streng. 7295 =(Unit bearing strength)*(plate bearing facto

MS for bearing 1.2

[Sheet tension]

Sheet gage 1.6

Norminal Dia 0.257 in <=Table D1.6

Norminal Dia 6.5 mm

flange width 40

Net Area 172.4

Fcy for skin 268.9 Mpa

강도 하중 46370 N

스트링거 내력 27028 N

MS for sheet tension 0.7

fitting factor

표 2. 스트링거 + 스킨 + 임 체결류 안 여유

2.2.2 스킨- 임 체결부

스트링거 + 임과 유사하게 자체하 에 의

해서 생기는 스킨의 내력은 그림 2의 오른쪽 표

와 같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스킨은 스트링거보

다 강성이 작기 때문에 비교  작은 내력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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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내력에 해서 스킨과 임의 체

결을 유지하기 해서, 그림 4와 같이 스트링거 

사이의 한 부분에 해서 3/16“ 리벳을 복열로 

8개 체결하 다. 이와 같은 체결에 한 ① 리벳 

단 안  여유, ② 스킨 구멍주 의 베어링 

손 안  여유  ③ 스킨 sheet tension 안  여

유를 표 3과 같이 계산하 다. 스트링거 + 

임 체결보다 안  여유가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Skin dia. 1418mm

total skin circular length 8909.5 mm

Stringer no. 48EA

One skin bay width 185.6 mm

Stringer overall width 100mm

Skin only width 85.6 mm

Fastener Material 2117-T3
Dia.(D) 4.76253/16"

pitch(p) 21.3

min. pitch 17.4611/16" <= pp.D1.18 (for Rivet Dia & type)

p/D 4.47 < 8 to preveting face wrinkling

Sheet Material

gage 1.60 0.063" => faster Dia. : 1/8, 5/32

edge m.(e) 10.9

e/D 2.29

내력 계산 @ skin

skin 최대 내력 (압축) 13131.6N <= 내력 결과[7]

1.15

skin 최대내력 (압축) 15101N

faster number 8

faster load(with ten.) 1888

[패스너 전단 강도] <= Table D1.5

single shear strenth 862lb for rivet type & Dia.(ref.[10] Table D1.5)

single shear strenth 3834.3N
strength factor 1.00 for Dia. & sheet gage (ref.[10] Table D1.5)

Fastener strength 3834.3N =(single shear strength)*(strength factor)

MS for shear strength 1.03

[베어링 강도] <= Table D1.9 & 8

Unit bearing strength 1002lb for Dia & sheet thi.(ref.[10] Table D1.9)

Unit bearing strength 4457N

plate bearing factor 1.24 for e/D, sheet thi.(ref.[10] Table D1.8)

Utimate bearing streng. 5527 =(Unit bearing strength)*(plate bearing facto

MS for bearing 1.9

[Sheet tension]

Sheet gage 1.6002

Norminal Dia 0.191in <=Table D1.6

Norminal Dia 4.9mm

skin width 85.6

Net Area 149.8

Fcy for skin 268.9 Mpa

강도 하중 40279N
스킨 인장 내력 15101N

MS for sheet tension 1.67

fitting factor

표 3. 스킨 + 임 체결류 안 여유

Internal load

10.9
14

23
50

21.3

85.6

그림 4. 스킨 + 임 체결 형상 (3/16“ 리벳)

2.3 임 구조설계

연료탱크와 연결되는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 

 상부 임 심은 그림 5에서 보듯이 1단 

하  달 경로에서 안쪽으로 벗어나 있다. 이와 

같은 하 경로의 불일치는 국부 인 굽힘 상을 

유발한다. 이와 같은 굽힘을 고려한 임 설계

를 하여 상부 임에 한 구조해석을 수행

하 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상부 임의 재료

는 Al7075-T651이며 물성치는 표 4와 같다 [11]. 

표 4에 상부 임 이외의 하부 임 

(Al2219), 스킨  스트링거 (Al2024-T3)의 물성

치도 같이 정리하 다.

Material

Unit ksi MPa(=N/mm
2
) ksi MPa(=N/mm

2
) ksi MPa(=N/mm

2
)

E 10500.0 72395.0 10300.0 71016.0 10500.0 72395.0

G 4000.0 27579.0 3900.0 26889.6 4000.0 27579.0

NU

0.1 2.768.E-06 0.101 2.795.E-06 0.103 2.851.E-06

[lb/in̂ 3] [kg/mm̂ 3] [lb/in̂ 3] [kg/mm̂ 3] [lb/in̂ 3] [kg/mm̂ 3]

Ec 10700.0 73773.9 10600.0 73084.5 10800.0 74463.4

Spec.

Ftu 63.0 434.37 76.0 524.00 54.0 372.32

Fty 43.0 296.47 66.0 455.05 36.0 248.21

Fcy 39.0 268.90 64.0 441.26 37.0 255.11

Fsu 39.0 268.90 44.0 303.37 31.0 213.74

RHO

[unit]

0.33

0.01 ~ 0.128" (sheet Thi.) 0.02 ~ 2.0" (sheet or plate Thi.)

Al 2219-T62

0.33

Al 2024-T3 Al 7075-T6

0.33

표 4.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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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X4R : 4-node bilinear axisymmetric quadrilateral

reduced integration

CAX3 : 3-node linear axisymmetric triangle

U1=U2=UR3=0

1

2

P= 6.2686 MPa (138 ton, S.F.= 1.25)

10 t

8 t

그림 5. 임 하 , 경계조건  유한요소모델

임 구조해석을 하여 사용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과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듯이 스킨과 스트링거 조립면의 

자유도를 구속하 고, 연료탱크와 연결되는 면에 

압력하  조건을 부가하 다. 주로 사용한 요소 

주로 4-node 축 칭 사각 요소이고, 3-node 축

칭 삼각 요소도 같이 사용하 다.

8 t

8 t

(MPa)

그림 6. 임 기 모델에 한 Von-Mises 

응력분포

그림 7. 임 기 모델에 한 축 방향 변 분포 

그림 6은 기 설계모델에 한 해석결과로, 

기본 두께가 8 mm로 되어있다. 소재는 

Al2219-T651을 사용하 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

듯이 많은 부분의 Von-Mises 응력이 재료의 소

성응력인 248 MPa를 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하 에 한 변 는 그림 7과 같이 

축 방향으로 최  1.28 mm, 반경방향으로 최  

0.73mm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량은 임에만 나타나는 변형량으로 다소 

큰 것을 알 수 있다.

보강된 형상의 Von-Mises 응력결과를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Al2219의 소성

응력과 비교하여도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 모델의 변 구속조건은 실제 

스킨과 스트링거가 조립된 면이 변형거동을 보이

므로 다소 과도한 구속조건이다. 실제 스킨과 스

트링거가 조립된 해석결과 (그림 17)를 보면 

략 Von-Mises 응력이 130 MPa 정도로 낮은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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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임 수정 모델에 한 Von-Mises 응력분포 

그림 9. 임 수정 모델에 한 축 방향 변 분포

이와 같이 수정된 모델의 변 분포는 그림 9

와 같이 축 방향으로 최  0.69 mm ( 기 모델 

1.28 mm), 반경방향으로 최  0.47 mm ( 기 모

델 0.73 mm)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모델과 비교하여 약 40% 정도 변 가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해석결과를 고려하면, Al2219 는 

Al7075 소재 모두 사용 가능하여, 재료선정의 유

연성이 생긴다.

2.4 FE (Finite Element) 해석을 통한 상세

설계

축 칭 모델을 이용한 해석은 국부 인 굽힘

을 받는 상부 임을 설계하기 해서 수행하

다. 후방동체에 작용하는 축 방향 하 이 의 

해석결과에서도 보듯이 상부 임에 국부 인 

굽힘 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국부 인 굽힘

상은 동체 사이징 로그램 [3]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으로, FE 해석을 통해서 후방동체의 구

조 안 성을 검증해야한다. 한 상부 조합체의 

경우 체 크기에 비해서 큰 컷 아웃이 여러 군

데 존재하므로 이러한 컷 아웃에 한 구조해석 

 설계가 FE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컷 아웃이 없는 부분, 

검 컷 아웃, LOX 컷 아웃  이블 컷 아웃 

모델에 한 구조해석  설계를 수행하 다.

No.
Drawing No.

(Model No.)
Name Q.t Unit

설계중량

(kg)
Material

1 PT13344PA11000 Upper Compartment Assy. 1 EA - -

2 PT13344PA11001 UC Upper Frame 1 EA 27.578 Al7075-T651

3 PT13344PA11002 UC Downr Frame 1 EA 25.716 Al2219-T651

4 PT13344PA11003 UC Skin 1 EA 25.647 Al2024-T3

5 PT13344PA11004 UC Skin Doubler 3 EA 0.520 Al2024-T3

6 PT13344PA11005 UC Stringer 38 EA 15.094 Al2024-T3

7 PT13344PA11006 UC Short Stringer 6 EA 1.360 Al2024-T3

8 PT13344PA11007 UC Stringer Doubler 3 EA 0.651 Al2024-T3

9 PT13344PA11008 Acess Cut Out Doubler 6 EA 2.915 Al2024-T3

10 PT13344PA11009 LOX Cut Out Doubler 1 EA 1.202 Al2024-T3

11 PT13344PA11010 Cable Cut Out Doubler 1 EA 0.887 Al2024-T3

12 PT13344PA11011 UC Vertical Rib 4 EA 4.669 Al7075-T651

표 5.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 부품 목록 

후방동체 상부 조합체를 구성하는 부품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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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는 표 5와 같다. 이와 같은 재료들의 물성치

는 표 4에 나타내었다.

2.4.1 하 , 경계조건  유한 요소 모델

그림 10. 이블 덕트 컷 아웃 모델의 경계조건

그림 10은 이블 컷 아웃 모델의 하   경

계조건을 나타낸 그림으로, 연료탱크와 결합되는 

면에 압력하  조건을 부과하 다. 한 상부  

하부 임에 반복경계조건을 용하 다. 이와 

같은 압력하 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상 으로 

강성이 약한 컷 아웃 주 에 국부 인 축 방향 

변 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국부 인 축 방향 변 로 인하여 그림에서 

보듯이 컷 아웃 상부 부분의 Von-Mises 응력이 

재료의 소성응력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상부 임과 연료탱

크가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국부

인 변 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부 한 경계조건을 수정하기 

해서 그림 12와 같이 연료탱크와 유사한 치구를 

상부 임에 결합하고, 치구를 이용하여 압력

하 을 부과하 다. 한 하  치구, 상부 

임, 하부 임  스킨에 반복경계조건을 부가

하여 체 모델 해석을 체하 다. 설계과정에

서 체 모델 해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

으로 다양한 형상변화에 한 설계 방법으로는 

효율 이지 않다.

그림 11. 방 임에 압력이 직  작용한 이블 컷 아웃 

모델의 Von-Mises 분포 

스킨에 반복경계조건을 부가할 때, 기존의 각 

부품들의 결합 경계조건 (Tie)과 복되는 node

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게 복된 경계조건을 가

진 node들에서 반복경계조건을 제거하 다. 이러

한 반복경계조건 제거로 인하여 이후 해석결과에 

부분 으로 응력이 커지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

러나 이 게 과도한 응력 증가 부분은 실제에서

는 발생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미치는 향이 

작다.

그림 13은 해석모델에 사용한 요소 종류를 나

타낸 그림이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요소는 solid 

요소로, 가  8-node brick 요소를 사용하 다. 

그러나 형상이 복잡한 부품에 해서는 brick 요

소를 사용할 수 없어서, 4-node tetrahedron 요소

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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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37.5° 모델에 한 하   경계조건 

그림 13. 해석에 사용된 유한 요소 모델 

2.4.2 컷 아웃이 없는 모델의 해석 결과

그림 14는 상․하부 임에만 반복경계조건

을 부가한 모델의 해석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

이 상부와 하부 임은 균일한 변 를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스킨의 경우에는 축 칭

인 변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하부 임  스킨에도 반복경

계조건을 부가하 고, 그림 15에 변  해석결과

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임  스킨

에 축 칭 인 변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컷 아웃이 없는 일반 인 부분에 한 반경방

향 변 가 1.83～-1.27 mm 발생하 고, 축 방향

으로는 최  1.39 mm 어들었다. 반경방향 안

쪽 변 는 스킨의 국부 좌굴에 의해서 발생하

고, 반경방향 바깥쪽 변 는 체 인 좌굴로 인

하여 스트링거가 바깥쪽으로 돌출하면서 발생하

다.

그림 14. 컷 아웃 없는 모델의 반경  축방향 변  

분포 ( 임에만 반복경계조건 부가, 5배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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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컷 아웃 없는 모델의 반경  축방향 변  분포 

( 임  스킨에 반복경계조건 부가, 5배 확 )

그림 16. 컷 아웃 없는 모델의 Von-Mises 분포 

( 임  스킨에 반복경계조건 부가, 앞면) 

그림 17. 컷 아웃 없는 모델의 Von-Mises 분포 ( 임 

 스킨에 반복경계조건 부가, 뒷면)  

그림 16과 17은 구조물의 안 을 평가하는 

Von-Mises 응력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최  

Von-Mises 응력이 217 MPa 정도로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 컷 아웃이 없는 모델의 구조마진은 

0.24 (268.9 (Fcy)/217—1)이다. 한 최  응력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트링거 상부 끝단부분으로, 

상부 임의 국부 인 굽힘에 한 항으로 

응력이 크게 나타났다.

2.4.3 이블 덕트 컷 아웃이 있는 모델의 

해석 결과

180°에 치한 이블 컷 아웃 역시 LOX 컷 

아웃과 비슷하게 아주 큰 컷 아웃이 그림 18과 

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컷 아웃 주 를 보강

하기 해서 이블 더블러와 수직 보강 를 추

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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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이블 컷 아웃 모델의 Von-Mises 응력분포 

그림 19. 이블 컷 아웃 모델의 Von-Mises 응력분포 

(확 ) 

그림 20. 이블 컷 아웃 모델의 변  분포 

그림 18과 19는 이블 컷 아웃 모델의 

Von-Mises 응력분포로, 체 으로 190 MPa 이

하의 응력을 보인다. 스트링거 사이의 스킨에서 

국부 좌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블 

컷 아웃 모델의 구조마진은 0.42 (268.9 (Fcy)/190

—1)로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은 이블 컷 아웃 모델의 변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다. 이블 컷 아웃 주 는 상부 

임의 국부 인 굽힘으로 인하여 상부는 반경 

안쪽으로, 하부는 반경 바깥쪽으로 변형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스트링거 사이의 스킨은 국

부 인 좌굴로 인하여 반경 바깥쪽 변 가 최  

2.14 mm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경방향 변 는 2.14～—1.06 mm 범 를 나타내

고, 축 방향 변 는 최  1.22 mm 로 나타났다.

2.5 스킨 단응력을 구하기 한 유한요

소 해석

스트링거와 스킨을 체결하는 체결류를 선정하

기 해서는 먼  스킨에 걸리는 최  단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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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야 한다. 동체 사이징 로그램 [3]에서는 

컷 아웃이 없는 모델의 최  단응력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컷 아웃이 없는 FE 

모델에 해서 동체 사이징 로그램으로 구한 

최  단응력을 일으키는 등가 토오크를 구하

고, 이 게 구한 등가 토오크를 컷 아웃 모델들

에 용하여 스킨에 걸리는 최  단응력을 구

하 다.

단응력을 일으키는 하 은 단력과 토오크

이다. 단력은 축 칭 하 이 아니기 때문에 이

러한 단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응력을 FE 

모델로 구하려면 체 FE 모델이 필요하다. 설계

과정에 체 모델링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효율

이지 못한 방법이다. 단력과 토오크는 모두 

단응력을 발생하는 모드가 같기 때문에 본 해

석에서는 단력과 토오크를 표하는 등가 토오

크를 찾아서 37.5° FE 모델에 반복 경계조건을 

부가하여 단응력 FE 해석을 수행하 다.

2.5.1 하   경계조건

그림 21. 컷 아웃 FE 모델의 단응력을 구하기 

한 하   경계조건 

본 해석에 용한 하   경계조건은 그림 

21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토오크를 주기 해

서 보통 스틸보다 10배 정도 강성이 큰 토오크 

치구를 이용하여 토오크를 부가 하 다. 여기에 

부가된 64.28 kN․m의 토오크는 동체 사이징 

로그램 [3]에서 구한 최  단응력 33.1 MPa을 

부분 FE 모델에서 나오게 하는 등가 토오크이다. 

동체 사이징 로그램에서는 단력과 토오크가 

동시에 하 으로 작용하는 반면, FE 모델해석에

서는 단력과 토오크를 체하는 등가 토오크를 

하 으로 용하 다. 경계조건으로는 하  치구, 

상․하부 치구  스킨에 반복경계조건을 부가하

다.

2.5.2 컷 아웃 없는 모델의 단응력 해석

결과

그림 22. 컷 아웃 없는 모델의 단응력 해석결과 

그림 22는 부분 FE 모델에서 최  단응력이 

33.1 MPa을 만드는 64.28 kN․m의 등가 토오크

를 주었을 때의 해석결과이다. 결과에서 보듯이 

최  단응력이 스킨에서 33.1 MPa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컷 아웃이 없는 FE 모델에서 

33.1 MPa의 단응력을 발생하는 토오크를 구하

고, 이 게 구한 토오크를 다른 컷 아웃 FE 모

델들에 용하여 최  단응력을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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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검 컷 아웃이 있는 모델의 단응

력 해석결과

그림 23. 검 컷 아웃 모델의 단응력 해석결과

에서 구한 컷 아웃이 없는 FE 모델에서 33.1 

MPa의 단응력을 발생하는 등가 토오크 (64.28 

kN․m)를 검 컷 아웃에 하 으로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3은 64.28 kN․m의 

토오크가 작용할 때 단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

으로, 최  단응력이 20 MPa로 컷 아웃이 없

는 모델보다 작게 나왔다. 이것은 검 컷 아웃 

주 에 3.175 mm 두께의 더블러의 단강성이 

커서 스킨에 작용하는 단응력을 완화시킨 것이

다.

2.5.4 LOX 컷 아웃이 있는 모델의 단응

력 해석결과

컷 아웃이 없는 FE 모델에서 33.1 MPa의 

단응력을 발생하는 등가 토오크 (64.28 kN․m)

를 LOX 컷 아웃 모델에 하 으로 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 24. LOX 컷 아웃 모델의 단응력 해석결과

그림 25. LOX 컷 아웃 모델의 단응력 해석결과 (스킨)

그림 24와 25는 64.28 kN․m의 토오크가 작

용할 때 단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 최  

단응력이 18 MPa로 의 두 모델에 비하여 가

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LOX 컷 아웃 주 에 

3.175 mm 두께의 LOX 더블러의 단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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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모델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서, LOX 더블

러가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큰 단하 을 지지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  스킨에 체 으로 

작은 단응력이 발생한다.

2.5.5 이블 덕트 컷 아웃이 있는 모델의 

단응력 해석결과

컷 아웃이 없는 FE 모델에서 33.1 MPa의 

단응력을 발생하는 등가 토오크 (64.28 kN․m)

를 이블 컷 아웃 모델에 하 으로 용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그림 26은 64.28 kN․m의 토

오크가 작용할 때, 단응력분포를 나타낸 그림

으로, 최  단응력이 43 MPa로 의 세 모델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블 컷 아웃 주 에 3.175 mm 두

께의 이블 더블러의 단강성이 의 세 모델

보다 작게 나타나서 이블 더블러가 상 으로 

큰 단하 을 지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

여 주  스킨에 체 으로 큰 단응력이 나타

난다.

단응력이 가장 크게 나온 이블 덕트 컷 

아웃 모델의 구조안 성을 검토하기 해서 그림 

27과 같이 Von-Mises 응력분포를 구하 다. 그림

에서 보듯이 최  Von-Mises 응력이 90 MPa 정

도로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 이블 컷 아웃 모델의 단응력분포

그림 27. 토오크에 의한 이블 컷 아웃 모델의 

Von-Mises 응력 분포 

2.6 단 체결류 선정

에서 구한 컷 아웃이 없는 모델과 있는 모

델들에서 구한 최  단응력을 이용하여 단 

체결류를 선정하 다. 설정한 최소 리벳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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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m로 정하 다.

각 모델에 한 최  단응력에 스킨 두께를 

곱하면 단 흐림이 나오고 여기에 리벳 간격을 

곱하면 리벳 한 개가 받는 단하 이 나오게 된

다. 이와 같은 계산된 리벳 한 개가 받는 단하

과 리벳의 단강도를 이용하여 리벳의 안  

여유를 구할 수 있다. 이 게 구한 리벳 안  여

유와 리벳이 있는 스킨의 베어링 안  여유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전단력계산 - 구멍이 없는 경우

Fitting factor 1.15

Max. skin shear stress 33.1 Mpa 동체 사이징 프로그램 (ref.[3])

Skin thickness 1.6 mm

Max shear flow 52.96 N/mm

Fastener pitch 20 mm

Fastener shear load 1218.1 N = (fastener shear flow) * (fastener pitch) * (fitting factor)

전단력계산 - 컷 아웃

Fitting factor 1.15

Max. skin shear stress 20 Mpa

Skin thickness 1.6 mm

Max shear flow 32 N/mm

Fastener pitch 20 mm

Fastener shear load 736.0 N = (fastener shear flow) * (fastener pitch) * (fitting factor)

전단력계산 - 전기케이블 컷 아웃

Fitting factor 1.15

Max. skin shear stress 43 Mpa

Skin thickness 1.6 mm

Max shear flow 68.8 N/mm

Fastener pitch 20 mm

Fastener shear load 1582.4 N = (fastener shear flow) * (fastener pitch) * (fitting factor)

전단력계산 - LOX 컷 아웃

Fitting factor 1.15

Max. skin shear stress 18 Mpa

Skin thickness 1.6 mm

Max shear flow 28.8 N/mm

Fastener pitch 20 mm

Fastener shear load 662.4 N = (fastener shear flow) * (fastener pitch) * (fitting factor)

리벳 전단강도 및 안전여유

Single shear strength 3323 N 

Strength factor 1.0 for Dia. & sheet thi. (ref.[10] Table D1.5)

Fastener Strength 3323 N = (single shear strength) * (strength factor)  

MS (no cut) 1.73

MS (Cut Out) 3.51

MS (Cable Cut Out) 1.10

MS (LOX Cut Out) 4.02

리벳이 있는 스킨의 베어링 강도 및 안전여유

Unit bearing strength 1203 lb for Dia. & sheet thi. (ref.[10] Table D1.9)

Unit bearing strength 5351.2 N

Plate bearing factor 1.24 for e/D & sheet thi. (ref.[10] Table D1.8)

Ultimate bearing stren. 6635.5 N = (unit bearing strength) * (plate bearing factor)

MS of bearing 4.45

for rivet type & Dia. (ref.[10] Table D1.5)

(3/16" rivet (Al 2117-T4, Fsu=26 ksi)

33.1 Mpa를 발생하는 Torsion을 구한 후 (no cut

out FE model) 구한 Torsion을 컷 아웃 FE 모델에

적용하여 최대 전단응력을 구함.

33.1 Mpa를 발생하는 Torsion을 구한 후 (no cut

out FE model) 구한 Torsion을 전기케이블 컷아웃

FE 모델에 적용하여 최대 전단응력을 구함.

33.1 Mpa를 발생하는 Torsion을 구한 후 (no cut

out FE model) 구한 Torsion을 LOX 컷아웃 FE 모델

에 적용하여 최대 전단응력을 구함.

표 6. 단응력에 한 각 모델의 리벳  스킨의 안 여유 

단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이블 컷 아

웃 모델의 경우, 체결류 안 여유가 1.1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한 스킨의 베어링 마진은 4.45

로 안 한 것을 알 수 있다.

3. 결론

동체 사이징 로그램 [3]을 이용하여 러시아 

CDR 자료 [9]의 하 에 한 기본 인 구조설계

를 수행하 다. 이 게 수행한 기본설계에 더해

지는 상세설계과정으로 다음의 해석  설계를 

수행하 다.

1. 스킨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내력을 이용

한 임 체결류 선정

2. 국부 인 굽힘을 받는 상부 임 구조 설

계

3. FE 모델을 통한 기본 설계 검증  구조설

계

4. 단하 에 한 FE 모델 해석

5. 단 체결류 선정

이상의 해석  설계에 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하 다.

자체하 에 한 구조마진은 컷 아웃이 없는 

모델이 가장 작았다. 반경방향 변 가 가장 큰 

모델은 이블 컷 아웃 모델로 반경 안쪽으로 최

 2.14 mm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등

가 토오크 하 에 해서 이블 컷 아웃 모델의 

단응력이 43 MPa로 가장 크게 나왔다. 단 

체결류 안 여유는 최소 1.1 이상으로 안 한 것

을 알 수 있다.

No Cut Out
Acess

Cut Out

LOX

Cut Out

Cable

Cut Out

0.24 0.42 0.92 0.42

Inner Dir. 1.83 1.54 0.33 2.14

Outer Dir. 1.27 0.72 0.87 1.06

1.39 1.46 1.24 1.22

33.1 20.0 18.0 43.0

1.73 3.51 4.02 1.1

 Axial Disp. (mm)

 M.S. of Shear Fastener

 Radial Disp.

(mm)

 Max Shear Stress
(MPa, FE Model)

 Margin of Safety

(Weight, FE Model)

표 7. 각 FE 모델의 구조 마진, 변   단응력 결과 비교

이상의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그림 28과 같이 

KSLV-1 국산화 1단 후방동체를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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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후방 동체 하부 조합체

후방 동체 상부 조합체

연료 탱크

그림 28. KSLV-1 국산화 1단 후방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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