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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ata structure to represent structural components of solid rocket

motors (SRM) in an automated design program. To propose the data structure, we searched the

necessary functions for the automated design program should have. In order to design the struc-

tural components of solid rocket motors sufficiently with a design program, it should have the

functions to represent the shapes of the components, the drawing and analysis models, the

design variables, various product structures, interferences, characteristic properties, design equa-

tions, and tightening sets. By modifying the data structure of an element object that is a gen-

eral purpose data structure to represent a general component of a product, a new data structure

was proposed to satisfy all the necessary functions with optimum. Finally, a design program for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solid rocket motors was developed successfully with the proposed

data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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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체 추진기관은 군사용 유도탄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연소관, 노즐, 추진제, 점화장치,

어댑터 및 토출관 등 수십 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체 추진기관을 빠르고 정

확하게 설계하기 위하여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자동화 설계 프로그

램에서 고체 추진기관 구조체의 구성품을 표현하

기 위해 사용된 자료 구조 설계에 대한 것이다. 

고체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서 먼저 고체 추진기관의 부품 및 조립체 설계에

필요한 필요한 기능을 분석한 후 이러한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부품 및 조립체의 자료 구조를 설

계하였다. 고체 추진기관의 구조체 설계에 필요한

사항에는 구성품의 형상 표현, 도면 및 해석 모델

표현, 설계 변수 표현, 제품 구조 표현, 간섭 정보

및 특성치 정보 저장, 치수 전달 조건 표현, 설계

식 사용, 체결류 사용 등이 있었으며, 설계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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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 사용된 구성품용 자료 구조는 이러한 필요

사항을 모두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부품 형상 설

계는 상용 CAD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CAD 시

스템에서 형상 모델링에 사용하는 치수 중 설계할

때 필요한 입력 변수, 그리고 설계 결과를 바로 형

상에 반영할 수 있는 출력 변수로 하는 편집 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구성품, 즉, 부품 및 조

립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 구조를 이용하

여 고체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인 MecDes를 개

발하였다.

2. 관련 연구

2.1 고체 추진기관 설계 자동화 

고체 추진기관 설계를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는

고체 추진기관의 구조체를 자동 설계하는 연구[1-5]

와 고체 연료인 그레인을 자동 설계하는 연구[6,7]

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을 통합하는 연구[8]로 발전

하였다. 구조체를 자동 설계하는 연구에는 설계식

을 이용하여 구조체 구성품의 형상을 자동으로 설

계하고 체결류 설계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였으

며, 그레인 자동 설계에서는 셋 거리에 따라 그

레인 특성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빨리 산출하도

록 하였다. 추진기관의 구성품을 CAD로 모델링

하는 노력[9]과 생성된 CAD 모델을 이용해 추진기

관의 무게나 무게중심과 같은 설계 특성치를 산출

하는 단순한 연구[10]도 수행되었다. 

2.2 편집 설계

편집 설계[11-13]란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를 표준

화된 구성 요소로 분류하고, 분류된 구성 요소를

정형화된 방법으로 모델링한 후 이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

로 설계 과정은 상용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

행되고, 설계 결과가 CAD 모델의 치수로 반영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용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집 설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차원 CAD 시스템은

파라미터를 이용한 특징 형상 모델링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파라미터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

는 API를 제공하고 있어 편집 설계 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편집 설계 방법에서는 CAD 모델

의 파라미터를 설계 변수와 연결시킴으로써 설계

결과가 바로 형상의 파라미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편리한 설계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2.3 설계 프로그램에서 구성품 자료 구조

CAD 모델의 특성을 충분히 사용하는 설계 시

스템을 개발해 설계 과정 중에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설계 정보, 이력과 CAD 모델과의 연계성을

구축하는 연구[14,15]가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

서는 CAD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양한 설계 변수

와 관련성을 부여해,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설계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설계 대상에

맞게 자료 구조를 설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설

계 시스템의 자료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설계

대상과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개발된 설계 시스

템에서 진행할 설계 과정, 설계 시스템의 기능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설계 대상 선정과 설계

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되며, 또한 개발될 설계 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

적인 설계 작업이 되도록 새로운 설계 과정을 제

시하고 개발할 설계 시스템의 구속 조건 설정 및

전파, 구속 조건 간의 충돌이 생길 경우 해결 방안

등을 고려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었

던 객체 요소[14,15]란 자료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

였다. 요소 객체란 기계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데이터와 구속 조건, 설계 진행을 하는 CAD 시스

템과의 연결, 설계 목표를 설정하여 최적 설계를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제시한 것으로 이 자료구

조를 이용하여 기계 설계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

할 수 있다.

2.4 CBD(Case-Based Design)

CBD[16-19]는 새로운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설계 경험을 이용한다. 새로운 설계를 하

기 위해 설계 경험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

장 유사한 이전 설계를 가져오고, 이를 변형하거

나 수정하여 새로운 설계를 완성한다.

3. 고체 추진기관

본 연구에서의 설계 대상은 고체 추진기관의 구

조체이다. 고체 추진기관은 연료와 산화제를 혼합

한 고체 추진제를 원료로 사용하며, 액체 추진기

관에 비해 빠른 초기속도, 무게 경량화, 장기 보관

옴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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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취급성 등에서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

부분의 군사용 유도탄에는 고체 추진기관을 사용

하고 있다[5].

3.1 고체 추진기관 구조

고체 추진기관 구조체의 주요 구성품은 Fig.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소관, 노즐, 추진제, 점화

장치, 어댑터 및 토출관 등이다. 

고체 추진기관의 기본적인 제품구조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기본적인 제품구조에

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특히 연소

관과 노즐 구조체와 노즐 내열재는 다양한 형상을

설계하기 위해, 설계할 때에는 몇 개의 부품으로

분해하여 설계한 후 최종적으로 조인하여 사용하

기도 한다.

3.2 고체 추진기관 구조체 설계에 필요한 기능

고체 추진기관 구조체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필요하다.

3.2.1 형상 표현

구조체 설계는 삼차원 CAD 시스템을 이용해 실

험하므로 삼차원 형상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능

이 필요하다.

3.2.2 도면 표현

삼차원으로 설계한 부품의 도면 모델을 저장하

고 인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3.2.3 다양한 제품 구조 표현

추진기관은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은 기본적

인 제품 구조에서 다양한 제품 구조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에 사용될 부품 및

조립체의 자료 구조는 다양한 제품 구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Fig. 3은 그 중 2 가지의 제품 구

조 예를 보여준다.

3.2.4 조립체에서 인접 부품과의 간섭 검사

구성품을 부품 단위로 설계한 후, 조립이 되는

주위 부품과 간섭 검사가 필요하다. 간섭이 있는

경우, 시제품을 만들 때 간섭으로 인해 조립이 되

지 않아 설계 변경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개발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인접 부품과의 간섭을 확인해야 한다.

3.2.5 설계 특성치 저장

삼차원으로 설계한 부품의 무게, 무게 중심, 관

성 모우멘트 등을 구해 저장하고 인출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설계 특성치를 바로 구할 수 있

Fig. 1 Schematic drawing of a solid rocket motor[5]

Fig. 2 Basic product structure of a solid rocket motor Fig. 3 Some examples of various product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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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삼차원 설계의 큰 장점이다. 

3.2.6 설계 변수 표현

고체 추진기관의 부품을 설계하는 프로그램은

설계 변수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설계

변수는 설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력 변수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한다. 또

한 부품의 설계 변수 중 형상과 관련된 것은 CAD

시스템에서의 치수와 연결되어, 입력 설계 변수값

을 CAD 치수에서 가져올 수 있고, 출력 설계 변

수값이 CAD 치수에 반영되어 설계 프로그램에서

결과가 나오면 CAD 시스템에서 바로 형상이 변

경될 수 있으면 편리한 설계 프로그램이 된다. 

3.2.7 부품간 치수 조건 부여

추진기관은 여러 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최종적

으로 완성품이 된다. 이 때 서로 조립되는 두 부품

은 조립부의 치수가 두 부품이 같아야 한다. 설계

프로그램에 사용될 부품의 자료 구조는 이러한 경

우를 고려하여 두 부품에서 동일한 치수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Fig. 4(a)는

추진기관의 뒷마개이고, (b)는 어댑터로 (c)와 같

이 두 부품이 조립된다. 이 때 뒷마개에서 안지름

치수인 InDia와 어댑터에서 바깥 지름 치수인

OutDia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이런 경우를 반

영하기 위해 부품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에서 치수 표현 중 동일한 값을 나타내

는 다른 부품의 치수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2.8 설계식 사용

추진기관을 설계할 때에는 다양한 설계식을 사

용하며, 이 때 설계 입력 입자 및 출력 인자를 저

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설계

인자들 중 일부는 CAD 모델의 치수이기도 하며,

일부는 CAD 모델과 관계없는 인자이다. Fig. 4(a)

의 뒷마개 두께 th는 ASME의 압력 용기[18] 설계식

으로 계산된다. 

(1)

 

여기에서,

th: 구조체 벽두께[mm]

Pd : 설계 압력[MPa]

rci : 연소관 실린더 반지름[mm]

σy : 항복 응력[MPa]

η : 용접 효율

SF : 설계 안전 계수

이 설계식에 사용되는 설계인자 중 th와 rci는

CAD 모델의 치수이고, σy는 항복응력으로 재료의

특성, 나머지 인자는 CAD 모델과 관계없는 인자

이다. 이 중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 σy는 부

품의 재료를 설정함으로써 CAD 시스템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인자이고, 나머지 인자는 CAD 모

th
Pd rci⋅

2σy η⋅ 0.2Pd–
--------------------------------- SF⋅=

Fig. 4 Two mating parts have the same dimensions

Fig. 5 Diagram showing the process connecting variables

of the data structure with parameters of equations

and dimensions of shapes in CA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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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야 할 설계 인자로, 개발

하려는 설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설계 인자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Fig. 5는 개발하려는 설계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설계 인자를

CAD 시스템과 관련하여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

을 보여준다.

3.2.9 다양한 체결류 표현

추진기관 설계에는 볼트와 록와이어, 나사, 핀,

스냅링 등의 다양한 체결류가 사용된다[20]. 이들 체

결류는 대부분 KS 규격이나 제조사의 카타로그에

그 형상이 정해져 있고, 정해지지 않은 형상을 사

용하려면 그 형상을 설계해야 한다. 보통 체결류

는 그 체결류를 사용하려는 조건을 준 후 그 조건

에 맞는 사양을 체결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호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볼트의 경우 볼트 호칭치수

와 정밀도를 부여하면 이 조건에 맞는 볼트 치수

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 추진기관의 자료

구조는 사용하는 체결류를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

는 구조라야 한다.

4. 고체 추진기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구조

3장에 설명된 추진기관 설계에 필요한 자료 구

조를 요소객체[16] 자료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

다. 요소객체는 일반적인 설계 과정과 설계 정보

를 저장하고 이용하는 설계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이며, 이를 추진기관 설계에 맞게

일부 변경하였다. 

먼저 추진기관 설계에서는 설계 과정을 표현하

는 것과 여러 명의 설계자가 한 제품을 함께 설계

하는 동시공학적인 특성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동시공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클래스는 삭제되었

다. 또 추진기관 설계에서는 체결류 설계가 중요

하게 취급되므로 추진기관 설계시스템에서는 체

결류 설계를 표현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였다. 

Fig. 6은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에 사용된 설계

부품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보여준다.

Modofied ElementObject 클래스가 추진기관의 설

계시스템에서 사용된 설계 요소를 나타내며 다른

클래스들을 포함하고 있다. Form 클래스는 설계

요소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기관 설

계 과정에서는 설계 요소의 형상을 상용 CAD 시

스템을 이용하여 삼차원 형상으로 표현하므로, 사

용하는 CAD 시스템의 솔리드 모델로 설계 요소

를 표현하기 위하여 SolidModel 클래스로 이를 저

장하고 사용한다. 즉,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의

필요 조건 중 “형상 표현”은 SolidModel 클래스로

만족시키며, 하나의 설계 요소는 하나의 솔리드 모

델로 표현된다. DrawingModel 클래스는 설계 요

소의 도면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AnalysisModel은 설계 요소의 해석 모델을 저장하

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

램의 필요 조건 중 “도면 표현”은 DrawingModel

클래스로 만족시킨다. 추진기관 설계에는 다양한

설계 정보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추진기관 설

계에 필요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Information 클

래스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Assembly, Interference,

Property, DesignParameter, TighteningSet 등의 구

성 클래스가 있다. Assembly는 다른 설계 요소와

의 조립 관계를 표현하며, 상위 조립체, 하위 구성

Fig. 6 Two Object model to design a solid rocket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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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과 그 개수, 하위 구성품의 조립 조건을 저장한

다.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의 필요 조건 중 “다

양한 제품 구조 표현”은 Assembly 클래스로 만족

시킨다. Interference는 조립체 구성 후 간섭 검사

를 해야 할 구성품을 지정하며, 추진기관 설계 프

로그램의 필요 조건 중 “인접 부품 간섭 검사”는

Interference 클래스로 만족시킨다.

Property는 이 후 설계 단계에서 이용할 무게, 무

게 중심, 관성 모멘트 등의 설계 특성치를 저장하

며, 필요 조건 중 “설계 특성치 저장”은 Property

클래스로 만족시킨다. DesignParameter는 설계 인

자를 저장하며, 필요 조건 중 “설계 변수”와 “설계

식 사용”은 DesignParameter 클래스로 만족시킨

다. 이 때 설계 인자는 CAD 모델의 치수와 관련

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형상과 관계없는 설계 변수

일 수 도 있다.  Relation은 설계해야 할 요소의 설

계 변수가 다른 요소의 설계 변수와 동일해야 하

는 관계를 지정하며, 필요 조건 중 “부품간 치수

조건 부여”는 Relation 클래스로 만족시킨다.

TighteningSet는 설계 요소에 지정된 체결류를 나

타내며, 하위 구성 클래스로는 TensionBolt,

Lockwire, Screw, ScrewRing, Pin, SnapRing, O-

Ring, Welding이 있다. TensionBolt는 사용하는 인

장 볼트를 설계하고 설계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를 삼차원 형상에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이다. 다

른 체결류에도 동일한 기능을 하기 위한 클래스가

있다. 록와이어를 표현하는 Lockwire, 나사를 표

현하는 Screw, 나사링을 표현하는 ScrewRing, 핀

을 표현하는 Pin, 스냅링을 표현하는 SnapRing, O-

링을 표현하는 O-Ring, 용접을 표현하는 Welding

이 있다. 이 중 O-Ring은 밀봉 요소이나 설계하는

과정이 체결류와 유사해 같이 취급하였고, 용접은

요소가 아닌 가공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두 부품을 연결할 때 사용한다는 점과 설계하는

과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추진기관 설계 시스템의 필요 조건 중 “다양한 체

결류 표현”은 TighteningSet 클래스로 만족시킨

다. Table 1은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의 필요 조

건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료 구조의 클래스가

정리되어 있다.

Fig. 6의 중간부에는 자료를 저장하고 인출하는

DataManager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때

설계 과정에서 부품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DesignProcessManager, 설계 전 과정에서 필요한

체계요구조건인 SystemRequirement란 클래스가

있다. 

5. 고체 추진기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4장에 제시된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고체 추진

기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인 MecDes를 개발하

였다. 사용하는 CAD 시스템은 NX I-DEAS이며,

이 시스템은 도면 및 CAE 시스템으로도 사용하

였다. Fig. 7은 프로그램의 GUI 중 Form과 Assembly,

Interference, Property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Fig. 7의 화면 중 “선택된 항목” 그룹은 Form에 관

련된 정보로 “Part/Assy name”이 SolidModel을

“도면”이 DrawingModel을, “해석”이 Analysis를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AnalysisModel은 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과 하중 조건, 해석 방법 등의 표현

방법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위한

CAE 시스템에서 CAE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정

보만 저장하고 있다. 왼쪽 상단의 트리 콘트롤은

Assembly 클래스의 Parent/Children 관계를 보여주

고 있으며, 조립 관계는 하단의 [조립관계 조회/수

정] 버튼으로 설정한다. 오른쪽 하단의 “간섭 확인

부품 개수”와 리스트 박스의 내용은 Interference

정보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Fig. 7에서는 간

섭을 확인할 인접 부품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이

다. 하단에서 [변수조회/수정] 버튼을 누르면

DesignParameter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Fig.

8과 같은 GUI가 나타나고, [체결류 정보 조회/수

Table 1 Classes to satisfy the necessary functions to

design SRM

추진기관 설계 프로그램의

 필요 조건
해당 클래스

삼차원 형상 표현 SolidModel

도면 표현 DrawingModel

해석 모델 표현 AnanlysisModel

다양한 제품 구조 표현 Assembly

인접 부품 간섭 검사 Interference

설계 특성치 저장 Property

설계 변수 표현 DesignParameter

부품간 치수 조건 부여 Relation

설계식 사용 DesignParameter

다양한 체결류 표현 Tightening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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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버튼을 누르면 체결류를 설계하고 설계 결과

를 사용할 수 있는 Fig. 9와 같은 GUI가 나온다.

Fig. 7 중간 상단부의 “체계조건”과 왼쪽 하단부

의 “모델데이터”는 설계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체계조건과 CAD 모델에 대한 데이터이며,

SystemRequirement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Fig. 8 GUI에서는 DesignParameter와 Property

를 표현한다. Property에 해당하는 설계 특성치는

Fig. 7에서는 표시만 할 수 있지만 Fig. 8에서는 계

산하고 표시할 수 있다. 상단에는 설계 부품의 치

수가 나타나 있고, 하단에는 설계 변수가 표시되

고 있다. 하단에 표시된 설계 변수를 보면 Ld와 같

이 형상 치수도 있고 Pdfc와 같이 형상과 관계없

는 변수도 있다.

Fig. 9는 TighteningSet에 설정된 체결류를 설계

하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다. 상단의 탭

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체결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인장볼트, 록와이어, 나사, 나

사링, 핀, 스냅링, 오링, 용접 등이 있다. Fig. 9는

인장 볼트를 설계하고, 인장 볼트의 형상 치수를

결정하는 화면이다. 내부 설계 압력과 지름을 비

롯하여 왼쪽의 입력 변수를 설정한 뒤 하단의 [계

산] 버튼을 누르면 계산식과 미리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에서 오른쪽의 값들이 결정되고 결정된 값

Fig. 7 Main GUI for sett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related with Form, Assembly, Property and Interferenc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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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삼차원 형상에 반영된다[20]. 다른 체결류들도

설계 과정이 인장볼트 설계 과정과 비슷하다. 

Fig. 10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고체 추진기관 설

계 자동화 프로그램인 MecDes를 이용한 몇 가지

설계 결과를 보여준다. Fig. 10(a)는 개발된 프로

그램으로 설계된 추진기관으로 전체 조립체 생성

까지 잘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종 조립체까지 설

계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설계 정보를 편리하

게 설정하고 조회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 구조가 잘 적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0(b)는 (a)에 나타난 추진기관 중 앞부분 구

성품인 앞마개와 어댑터를 보여주고 있고, (c)는

후방 스커트와 브라켓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

다. Fig. 10(b), (c)의 단면을 봄으로써, 부품들 사

Fig. 8 GUI for sett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related with Property, DesignParameter and Relation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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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간섭이 없이 조립이 잘 되어 있으며, 인장볼

트 및 O-링 등 체결류 형상이 잘 적용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추진기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

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 구조를 제시하고, 제시된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설계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자료 구조는 일반적인 제품 설계를 위한 자료

구조인 요소객체 자료 구조를 추진기관 설계에 적

합하도록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제

시된 자료 구조를 이용하여 추진기관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진기관을 설계하여 설계 과정에서 부

품 및 조립체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적절히 설

정하고 조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9 GUI for sett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related with TighteningSet 

Fig. 10 Design results from MecDe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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