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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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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ust load is a very important load factor in designing various 

structures of an aircraft and judging its stability. This is because the blast effect 

on the aircraft in operation increases the risk of damage to the structure of the 

aircraft and causes a negative impact such as shortening the fatigue life by 

generating vibr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wing, a change in angle of attack 

is caused by gust load, and an additional lift acts on the wing, thereby being 

exposed to various excitational environments. Severe structural damage to the 

aircraft may occur if the natural frequencies of the aircraft wing are close to or 

coincident with the frequencies of the gust load applied to the wing. Recent 

trends of research include flight dynamics analysis considering discontinuous 

gusts or structural optimization of the blades under gust load.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terpret gust load response in consideration of 

irregularities in gusts. In this paper, we tried to imagine the situation of the 

aircraft subjected to the gust load as realistic as possible, and proposed an 

algorithm to track back the critical gust profile according to given aircraft 

characteristics from the viewpoint of preliminary engineering prediction. 

 

1. 서    론 

돌풍하중(gust load)은 항공기의 여러 구조물

을 설계하고 그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한 하중 요소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작용하는 돌풍은 항공기 구조의 파손위험을 증

가시키고, 진동을 발생시켜 피로수명을 단축시

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기의 날개의 경우 돌풍에 의해 받음 

각의 변화가 생기고 추가적인 양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가진 환경에 노출된다. 항공기 

날개의 고유 진동수와 날개에 가해지는 돌풍하

중의 가진 주파수가 근접하거나 일치하게 될 

경우 항공기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김시호[1]는 불연속 돌풍을 고려한 유

연항공기 비행 동역학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강병수[2]는 돌풍하중을 받는 접합날개의 구조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돌풍의 불규칙성을 고려

한 돌풍하중 반응이 심도 깊게 해석되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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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돌풍하중을 받는 항공기의 상황을 

최대한 현실화하려고 노력했으며, 공학적 예측 

관점에서 항공기 특성에 따른 치명적 돌풍 정

보(Critical Gust Profile)를 역-추적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돌풍 모델과 돌풍하중의 이론

적 배경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상용프로그램인 

ANSYS와의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결과 비

교를 통해 EDSION CR_기법을 통한 외팔보 해

석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기본적인 특성 및 항공 조건을 바탕으로 항공

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돌풍 정보를 역-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1 이론적 배경 

 

대기 중의 돌풍은 불규칙적이고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FAR 25(Federal 

Aviation Regulation, Part 25)에서 제시한 1-cos 

gust 모델을 참고하였다. Figure 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돌풍속도(𝑈𝑈 )는 돌풍의 크기(2𝐻𝐻 )와 최

대속도(𝑈𝑈0 ) 등 을 통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 1-cos 돌풍 형상 

𝑈𝑈 = 𝑈𝑈0
2 {1 − cos (𝜋𝜋𝜋𝜋

𝐻𝐻 )}   ,0 ≤ 𝜋𝜋 ≤ 2𝐻𝐻 

만약 항공기가 돌풍하중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

을 보인다고 가정하면(Deman et al.,[3]), 추가된 

양력은 뉴턴의 제 2법칙에 의해 식 (2.1)과 같

이 표현 가능하다. 

∆𝐿𝐿 = −𝑀𝑀�̈�𝑧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𝑧 + 𝑈𝑈(𝑡𝑡))
𝑉𝑉  

즉, 돌풍에 의한 선형운동량(Linear momentum)

이 지연효과(Lag in the buildup of lift) 없이 항

공기에 작용할 때 운동방정식(EOM)은 식 (2.2) 

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𝑀𝑀�̈�𝑧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𝑧
𝑉𝑉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𝑈𝑈(𝑡𝑡)

𝑉𝑉

이때, 𝑀𝑀 , 𝑧𝑧 , 𝑉𝑉 , 𝐶𝐶𝐿𝐿𝛼𝛼 , 𝑈𝑈(𝑡𝑡)는 각각 항공기 질량, 

수직 변위, 수평 비행 속도, 𝑑𝑑𝐶𝐶𝐿𝐿/𝑑𝑑𝑑𝑑 (양력 계수

의 받음 각에 대한 미분 값), 돌풍 속도, 그리

고 ( ̇ )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풍하중에 의한 항공기의 

반응은 지연효과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4] 

Ⅰ. 날개 전 구간이 동시에 돌풍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Ⅱ. 𝑑𝑑𝐶𝐶𝐿𝐿/𝑑𝑑𝑑𝑑 값이 서서히 증가한다. 

Ⅰ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Kussner function, 

𝜓𝜓(𝑠𝑠)을, Ⅱ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Wagner 

function, 𝜙𝜙(𝑠𝑠)을 도입한다. 각 함수는 식 (4), 

식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Figure 2.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이때 𝑠𝑠는 

Pi-theorem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무차원화 

된 시간을 의미한다(Pratt et al.,[5]). 𝑠𝑠를 수평 

비행 속도(𝑉𝑉 )와 시위의 기하학적 중심 길이(𝑐𝑐 )

를 통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2.2) 

(1) 

(3) 

∅(𝑠𝑠) = 2𝜋𝜋(1.00 − 0.165𝑒𝑒−0.900𝑠𝑠 − 0.335𝑒𝑒−0.600𝑠𝑠) 

𝜓𝜓(𝑠𝑠) = 2𝜋𝜋(1.00 − 0.236𝑒𝑒−0.116𝑠𝑠

− 0.513𝑒𝑒−0.728𝑠𝑠

− 0.171𝑒𝑒−4.84𝑠𝑠) 
(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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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Critical Gust Profile)를 역-추적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돌풍 모델과 돌풍하중의 이론

적 배경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상용프로그램인 

ANSYS와의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결과 비

교를 통해 EDSION CR_기법을 통한 외팔보 해

석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기본적인 특성 및 항공 조건을 바탕으로 항공

기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 돌풍 정보를 역-

추적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2.1 이론적 배경 

 

대기 중의 돌풍은 불규칙적이고 연속적인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FAR 25(Federal 

Aviation Regulation, Part 25)에서 제시한 1-cos 

gust 모델을 참고하였다. Figure 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돌풍속도(𝑈𝑈 )는 돌풍의 크기(2𝐻𝐻 )와 최

대속도(𝑈𝑈0 ) 등 을 통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ure 1. 1-cos 돌풍 형상 

𝑈𝑈 = 𝑈𝑈0
2 {1 − cos (𝜋𝜋𝜋𝜋

𝐻𝐻 )}   ,0 ≤ 𝜋𝜋 ≤ 2𝐻𝐻 

만약 항공기가 돌풍하중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

을 보인다고 가정하면(Deman et al.,[3]), 추가된 

양력은 뉴턴의 제 2법칙에 의해 식 (2.1)과 같

이 표현 가능하다. 

∆𝐿𝐿 = −𝑀𝑀�̈�𝑧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𝑧 + 𝑈𝑈(𝑡𝑡))
𝑉𝑉  

즉, 돌풍에 의한 선형운동량(Linear momentum)

이 지연효과(Lag in the buildup of lift) 없이 항

공기에 작용할 때 운동방정식(EOM)은 식 (2.2) 

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𝑀𝑀�̈�𝑧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𝑧
𝑉𝑉 = 1

2 𝜌𝜌𝑉𝑉2𝑆𝑆𝐶𝐶𝐿𝐿𝛼𝛼
𝑈𝑈(𝑡𝑡)

𝑉𝑉

이때, 𝑀𝑀 , 𝑧𝑧 , 𝑉𝑉 , 𝐶𝐶𝐿𝐿𝛼𝛼 , 𝑈𝑈(𝑡𝑡)는 각각 항공기 질량, 

수직 변위, 수평 비행 속도, 𝑑𝑑𝐶𝐶𝐿𝐿/𝑑𝑑𝑑𝑑 (양력 계수

의 받음 각에 대한 미분 값), 돌풍 속도, 그리

고 ( ̇ )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풍하중에 의한 항공기의 

반응은 지연효과가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와 같다.[4] 

Ⅰ. 날개 전 구간이 동시에 돌풍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Ⅱ. 𝑑𝑑𝐶𝐶𝐿𝐿/𝑑𝑑𝑑𝑑 값이 서서히 증가한다. 

Ⅰ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Kussner function, 

𝜓𝜓(𝑠𝑠)을, Ⅱ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Wagner 

function, 𝜙𝜙(𝑠𝑠)을 도입한다. 각 함수는 식 (4), 

식 (5)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Figure 2.는 두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여 나타냈다. 이때 𝑠𝑠는 

Pi-theorem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무차원화 

된 시간을 의미한다(Pratt et al.,[5]). 𝑠𝑠를 수평 

비행 속도(𝑉𝑉 )와 시위의 기하학적 중심 길이(𝑐𝑐 )

를 통해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2.2) 

(1) 

(3) 

∅(𝑠𝑠) = 2𝜋𝜋(1.00 − 0.165𝑒𝑒−0.900𝑠𝑠 − 0.335𝑒𝑒−0.600𝑠𝑠) 

𝜓𝜓(𝑠𝑠) = 2𝜋𝜋(1.00 − 0.236𝑒𝑒−0.116𝑠𝑠

− 0.513𝑒𝑒−0.728𝑠𝑠

− 0.171𝑒𝑒−4.84𝑠𝑠) 
(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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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ussner 함수와 Wagner 함수 비교 

돌풍 속도 또한 무차원화 된 시간에 따르는 

함수로 재정의 할 수 있다. 돌풍구간(2𝐻𝐻)을 시

위 길이의 𝑝𝑝배라고 하면 재 정의된 돌풍 속도

를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Figure 3. 

은 돌풍 profile을 나타낸다. 

𝑈𝑈 = 𝑈𝑈0
2 {1 − cos (2𝜋𝜋𝜋𝜋

𝑝𝑝 )}   ,0 ≤ 𝜋𝜋 ≤ 𝑝𝑝

Figure 3. 재정의된 1-cos 돌풍 형상, T=p 

지연효과를 고려한 수정된 운동방정식(Revised 

EOM)은 무차원화된 질량 비( 𝜇𝜇𝑔𝑔 )를 이용하여 

식 (8)로 표현할 수 있다. 

𝜇𝜇𝑔𝑔 = 2𝑀𝑀
𝜌𝜌𝜌𝜌𝜌𝜌𝐶𝐶𝐿𝐿𝛼𝛼

 

 
𝑑𝑑2𝑧𝑧
𝑑𝑑𝜋𝜋2 + 1

𝜇𝜇𝑔𝑔
∫ ∅(𝜋𝜋 − 𝜋𝜋′) 𝑑𝑑2𝑧𝑧

𝑑𝑑𝜋𝜋′2 𝑑𝑑𝜋𝜋′
𝑠𝑠

0
 

 

= 1
𝜇𝜇𝑔𝑔

𝜌𝜌𝑈𝑈𝑚𝑚
𝑉𝑉 ∫ 𝜓𝜓(𝜋𝜋 − 𝜋𝜋′) 𝑑𝑑

𝑑𝑑𝜋𝜋′ ( 𝑈𝑈
𝑈𝑈𝑚𝑚

) 𝑑𝑑𝜋𝜋′
𝑠𝑠

0
 

 

이때, c𝑈𝑈0/𝑉𝑉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 이유는, 돌풍하중 반응(Response of 

EOM)이 𝑈𝑈0과 선형적(Linear)이기 때문이다. 선

형성(Linearity)을 이용해, 식 (8)을 풀면, 𝜇𝜇𝑔𝑔와 

최대 가속도를 변수로 가지는 최대 하중 계수 

증분 값(∆𝑛𝑛)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식 (10)은 수치해석을 통해 𝐾𝐾𝑔𝑔를 𝜇𝜇𝑔𝑔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것이다. 

 

Figure 4.는 돌풍 속도 profile과 항공기 수직

방향 속도를 비교하는 그림이다. Reynolds 이

동정리에 의해 항공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Net 

linear momentum)의 최댓값은 다음과 같다. 

𝐹𝐹𝑚𝑚𝑚𝑚𝑚𝑚 = 1
2 𝜌𝜌𝜌𝜌(𝐾𝐾𝑔𝑔𝑈𝑈0)2 

Figure 4. 돌풍 속도와 항공기 수직 속도 비교 

 

2.2 CR_beam 모델 및 경계조건 

 

Co-rotational (CR) 정식화 기법은 작은 변형

률과 대 변위를 갖는 구조물의 기하학적 비선

형 해석에 적합하다. CR_beam 모델의 기하학

(6) 

(11) 

(7) 

(8) 

s = 𝑉𝑉 𝑡𝑡
𝜌𝜌  

∆𝑛𝑛 = 1
𝑔𝑔

𝑉𝑉2

𝜌𝜌2
𝜌𝜌𝑈𝑈𝑚𝑚

𝑉𝑉 (𝑑𝑑2𝑧𝑧
𝑑𝑑𝜋𝜋2)

𝑐𝑐𝑈𝑈𝑚𝑚
𝑉𝑉 =1

 

∴ ∆𝑛𝑛 = 𝜇𝜇 (𝑑𝑑2𝑧𝑧
𝑑𝑑𝜋𝜋2)

𝑐𝑐𝑈𝑈𝑚𝑚
𝑉𝑉 =1

𝜌𝜌𝑈𝑈𝑚𝑚𝑉𝑉𝐶𝐶𝐿𝐿𝛼𝛼
2𝑊𝑊/𝜌𝜌  

(9) 

𝐾𝐾𝑔𝑔 =
0.88𝜇𝜇𝑔𝑔

5.3 + 𝜇𝜇𝑔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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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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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선형 거동은 강체거동과 구조변형 두 단

계로 독립적으로 나누어 해석된다. 강체거동 

해석에서 회전 및 이동이 계산되며(Battini, [6]), 

국부요소 해석에서는 Euler-Bernoulli-theory 기

반 강성행령이 구성되어 변형이 예측된다.  

Figure 5. CR_기법 

Figure 5. 과 같이 정의된 요소의 운동에너지와 

관성력에 의한 가상일의 관계로 CR_beam 모

델의 운동방정식을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𝑀𝑀𝑐𝑐𝑐𝑐�̈�𝑥 + 𝐶𝐶𝑐𝑐𝑐𝑐�̇�𝑥 + 𝐾𝐾𝑐𝑐𝑐𝑐𝑥𝑥 = 𝐹𝐹(𝑡𝑡) 

현재 연구의 목적은 돌풍에 의한 항공기 및 

날개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항공

기에 가장 치명적인 돌풍을 예측하는 것에 있

다. 연구는 돌풍에 진입하기 전 비행 상태를 

trim state 라고 가정하고 진행되었다. 돌풍 진

입 후 추가적으로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한 

쪽 단이 고정된 외팔보에 분포 하중으로 가해

지는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식 (11)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돌풍하중을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𝐹𝐹(𝑡𝑡) = 1
2 𝜌𝜌𝜌𝜌(𝐾𝐾𝑔𝑔𝑈𝑈0)2sin (𝑤𝑤𝑔𝑔𝑡𝑡) 

이때, 가진 주파수가 항공기 날개의 고유주파

수와 일치하게 될 때 공진 현상이 일어나며 항

공기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1-

cos gust 모델의 경우 1Hz에서 5Hz정도의 가

진 주파수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Fidkowski 

et al.,[7]). 따라서 알짜 돌풍하중의 가진 주파

수와 주 비교대상이 되는 고유 주파수은 첫 번

째 모드형상의 고유주파수다. 

 

2.3 EDISON solver 검증 

 

  Figure 6.은 EDISON Co-rotational Plane 

Beam Transient Analysis 결과의 FFT(Fast 

Fourier Transform)와 ANSYS 모달 해석(Modal 

Analysis)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검증 흐

름도이다.  

Figure 6. 주파수 응답 분석 흐름도 

Analysis Model은 항공기 날개의 대표적 1차 

모드 고유주파수인 2Hz에 맞게 모델링

(modelling)하였다. 그 후 MATLAB 내장함수를 

이용하여 CR_beam 의 해석 결과로 주어진 tip 

motion의 고유주파수(Natural frequency)를 도

출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냈다. 이

어서 Figure 8.은 ANSYS 모달 해석을 통해 얻

은 고유주파수 결과를 나타낸다. 위에서 구한 

두 수치적 결과의 비교를 Table 1.에 제시하였

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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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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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선형 거동은 강체거동과 구조변형 두 단

계로 독립적으로 나누어 해석된다. 강체거동 

해석에서 회전 및 이동이 계산되며(Battini, [6]), 

국부요소 해석에서는 Euler-Bernoulli-theory 기

반 강성행령이 구성되어 변형이 예측된다.  

Figure 5. CR_기법 

Figure 5. 과 같이 정의된 요소의 운동에너지와 

관성력에 의한 가상일의 관계로 CR_beam 모

델의 운동방정식을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𝑀𝑀𝑐𝑐𝑐𝑐�̈�𝑥 + 𝐶𝐶𝑐𝑐𝑐𝑐�̇�𝑥 + 𝐾𝐾𝑐𝑐𝑐𝑐𝑥𝑥 = 𝐹𝐹(𝑡𝑡) 

현재 연구의 목적은 돌풍에 의한 항공기 및 

날개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항공

기에 가장 치명적인 돌풍을 예측하는 것에 있

다. 연구는 돌풍에 진입하기 전 비행 상태를 

trim state 라고 가정하고 진행되었다. 돌풍 진

입 후 추가적으로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한 

쪽 단이 고정된 외팔보에 분포 하중으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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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돌풍하중을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𝐹𝐹(𝑡𝑡) = 1
2 𝜌𝜌𝜌𝜌(𝐾𝐾𝑔𝑔𝑈𝑈0)2sin (𝑤𝑤𝑔𝑔𝑡𝑡) 

이때, 가진 주파수가 항공기 날개의 고유주파

수와 일치하게 될 때 공진 현상이 일어나며 항

공기 구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 1-

cos gust 모델의 경우 1Hz에서 5Hz정도의 가

진 주파수 특성이 있음이 밝혀졌다(Fidkowski 

et al.,[7]). 따라서 알짜 돌풍하중의 가진 주파

수와 주 비교대상이 되는 고유 주파수은 첫 번

째 모드형상의 고유주파수다. 

 

2.3 EDISON solver 검증 

 

  Figure 6.은 EDISON Co-rotational Plane 

Beam Transient Analysis 결과의 FFT(Fast 

Fourier Transform)와 ANSYS 모달 해석(Modal 

Analysis)을 이용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검증 흐

름도이다.  

Figure 6. 주파수 응답 분석 흐름도 

Analysis Model은 항공기 날개의 대표적 1차 

모드 고유주파수인 2Hz에 맞게 모델링

(modelling)하였다. 그 후 MATLAB 내장함수를 

이용하여 CR_beam 의 해석 결과로 주어진 tip 

motion의 고유주파수(Natural frequency)를 도

출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냈다. 이

어서 Figure 8.은 ANSYS 모달 해석을 통해 얻

은 고유주파수 결과를 나타낸다. 위에서 구한 

두 수치적 결과의 비교를 Table 1.에 제시하였

다.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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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분석 모델의 고유주파수 응답 

CR_beam 해석 및 FFT 결과 얻은 고유주파수

는 2Hz이며 ANSYS 모달 해석을 통해 얻은 고

유주파수는 1.9974Hz이다. 오차는 0.13%이므

로 CR_beam 해석 및 EDISON solver의 신뢰성

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7. CR_기법 해석 응답의 FFT 결과 

Figure 8. ANSYS 모달 해석 결과(1차 모드형상)

2.4 위험 돌풍 형상 역-추적 알고리즘 

 

   항공기에 가장 치명적인 Gust profile을 역-

추적하는 알고리즘은 물리적 특성들, 그리고 

그 특성들을 항공기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역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DISON 구조동역학 웹 페이지의 

비선형 구조 해석 전문 solver인 Co-rotational 

Plane Beam Transient Analysis solver를 이용해, 

다양한 기준들 중 윙 팁 변위 값을 기준으로 

하중 역-추적 및 위험 돌풍 정보를 역-추적하

였다. Figure 9.는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흐름도

이다. Figure 10.에서는 Figure 9.의 Process box

를 구체화하였다. 

Figure 9. 위험 돌풍 형상 역-추적 알고리즘

 CR_beam ANSYS Error 
Natural 

frequency 2Hz 1.9974Hz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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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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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cess box 구체화 알고리즘

본격적인 돌풍 역-추적 이전에 항공기 날개 

단면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면 

해석 프로그램 VABS(Variational Asymptotical 

Beam Sectional analysis)를 활용하였다. 단면 

해석을 마친 후 EDISON solver를 이용해 단면 

정보가 반영된 CR_beam의 과도응답 해석을 

한다. 그 결과값을 FFT를 통해서 고유주파수를 

얻는다. 이렇게 얻은 고유주파수 및 주어진 특

성, 조건을 활용하여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를 진행하고 공진 현상(Resonance)

일 때의 날개 끝 단 반응을 일차적으로 역-추

적한다. IFFT의 결과는 폐회로 알고리즘(Closed 

loop algorithm) 내에서 EDISON solver 결과 자

료와의 비교 대상이 된다.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험 돌풍 정보를 역-추적하는 과정은 

Figure 11.과 같이 해석영역(Analysis domain)과 

설계영역(Design domain)으로 나누어진다. 해

석영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영역에서의 결과 주어진 새로운 

돌풍 모델에 대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하여 조

건의 만족을 검증한다. 돌풍하중 해석에서는 

EDISON solver를, 돌풍 모델 설계 및 Iteration 

부분에서는 MATLAB을 활용하였다.  

Figure 11. 해석영역과 설계영역 관계 개략도

2.5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험 돌풍 역-추적 

 

2.5.1 항공기 모델 및 VABS 단면 해석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험 돌풍 정보 

역-추적을 직접 해보기 위해 간단한 1자유도 

항공기 모델을 고안하였다. Pratt의 이론 가정 

중 항공기의 Pitch 각을 제한하는 가정을 이용

했고 돌풍의 대칭성을 고려하려 모델의 자유도

를 1로 정했다. 모델은 Boeing 737-400 운송 

항공기를 기반으로 고안되었다. Figure 12.는 단

순화된 항공기 모델이며 Table 2.은 모델의 비

행조건(Flight condition)을 의미한다. 

Figure 12. 단순화된 1자유도 항공기 모형

EDISON solver를 통해 항공기의 날개의 고

유주파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날개의 단면 

해석을 하였다. 항공기 날개의 재료는 알루미

늄(Al6061t6)으로 설정하였으며, 에어포일 단면 

형상은 NACA 0012라고 가정했다. Figure 13.은                                   

VABS 프로그램에 적용된 에어포일 모델 단면 

형상이며, 해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Plunge = z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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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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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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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Process box 구체화 알고리즘

본격적인 돌풍 역-추적 이전에 항공기 날개 

단면해석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면 

해석 프로그램 VABS(Variational Asymptotical 

Beam Sectional analysis)를 활용하였다. 단면 

해석을 마친 후 EDISON solver를 이용해 단면 

정보가 반영된 CR_beam의 과도응답 해석을 

한다. 그 결과값을 FFT를 통해서 고유주파수를 

얻는다. 이렇게 얻은 고유주파수 및 주어진 특

성, 조건을 활용하여 IFFT(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를 진행하고 공진 현상(Resonance)

일 때의 날개 끝 단 반응을 일차적으로 역-추

적한다. IFFT의 결과는 폐회로 알고리즘(Closed 

loop algorithm) 내에서 EDISON solver 결과 자

료와의 비교 대상이 된다. 

항공기 운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위험 돌풍 정보를 역-추적하는 과정은 

Figure 11.과 같이 해석영역(Analysis domain)과 

설계영역(Design domain)으로 나누어진다. 해

석영역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계영역에서의 결과 주어진 새로운 

돌풍 모델에 대하여 다시 해석을 수행하여 조

건의 만족을 검증한다. 돌풍하중 해석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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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는 MATLAB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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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돌풍의 대칭성을 고려하려 모델의 자유도

를 1로 정했다. 모델은 Boeing 737-400 운송 

항공기를 기반으로 고안되었다. Figure 12.는 단

순화된 항공기 모델이며 Table 2.은 모델의 비

행조건(Flight condition)을 의미한다. 

Figure 12. 단순화된 1자유도 항공기 모형

EDISON solver를 통해 항공기의 날개의 고

유주파수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날개의 단면 

해석을 하였다. 항공기 날개의 재료는 알루미

늄(Al6061t6)으로 설정하였으며, 에어포일 단면 

형상은 NACA 0012라고 가정했다. Figure 13.은                                   

VABS 프로그램에 적용된 에어포일 모델 단면 

형상이며, 해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Plunge = z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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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항공기 물리적 특성

Figure 13. 에어포일 단면 형상

VABS 해석을 통해 얻은 단면 정보가 반영된 

CR_beam의 과도응답 해석을 진행한 뒤 신속 

푸리에 변환 법을 이용하면 Figure 14.과 같이 

날개의 1차 모드형상 고유주파수가 2.167Hz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𝐸𝐸 : Young’s modulus ( 𝐺𝐺𝐺𝐺𝐺𝐺 ) 77.432 

𝐼𝐼 : Moment of inertia ( 𝑚𝑚4 ) 10.2354 

𝐴𝐴 : Sectional area ( 𝑚𝑚2 ) 11.34 

𝐿𝐿 : Wing length ( 𝑚𝑚 ) 35  

𝜌𝜌 : Density of wing ( 𝑘𝑘𝑘𝑘/𝑚𝑚3 ) 7800 

Table 3. VABS 단면 해석 결과

이어서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IFFT를 진행

하여 치명적인 돌풍하중에 의해 공진현상

(Resonance)이 일어났을 때 날개 끝 단의 반응

을 예측했다. Figure 15.은 IFFT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며, 제동(Damping)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공진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알고리즘 내에서 EDISON solver를 이용한 과

도응답 해석 결과 자료와의 비교 대상이 된다. 

Figure 14. FFT 결과-날개 1차 모드 고유주파수

Figure 15. IFFT 결과-공진 응답 예측 

 

2.5.2 결과 및 토의 

 

2.5.2.1 결과 데이터 

 

Iteration은 총 10회 시행하였으며, 10회 시행 

때 결과 값이 수렴하였다. 위험 Gust 속도, 

𝑈𝑈0
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 =17.68 𝑚𝑚/𝑠𝑠 , 그리고 위험 Gust 구간, 

2𝐻𝐻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𝐶 =233.64𝑚𝑚가 수렴 결과값으로 주어졌

다. Figure 16.은 구체적으로 Iteration 횟수에 

따른 수렴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Iteration을 시

행할 때, 𝑈𝑈0 × 2𝐻𝐻 값을 Gust head 값으로 설정

𝑀𝑀 : Aircraft mass ( 𝑘𝑘𝑘𝑘 ) 4500 

𝑆𝑆 : Wing reference area ( 𝑚𝑚3 ) 510 

𝑐𝑐 : Reference chord length ( 𝑚𝑚 ) 8.32 

𝑉𝑉 : Aircraft forward speed ( 𝑚𝑚/𝑠𝑠 ) 250 

𝐶𝐶𝐿𝐿 : Lift coefficient 0.4 

𝐶𝐶𝐿𝐿𝛼𝛼 : Lift curve slope ( 𝑟𝑟𝐺𝐺𝑟𝑟−1 ) 4.4 

𝐿𝐿 : Wing length ( 𝑚𝑚 ) 35 

ℎ : Level flight ( 𝑚𝑚 ) 6000 

(cm)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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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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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초기 1회를 제외한 모든 시행에서 𝑁𝑁𝑡𝑡ℎ 

Gust head와 (𝑁𝑁 − 1)𝑡𝑡ℎ Gust head 값의 오차를 

15% 이내로 설정하고 돌풍 형상을 설계하였다. 

Figure 16. Iteration 과정 

 Figure 17.은 역-추적 알고리즘 내에서 생성

된 11개의 돌풍 profile이다. 가로 축은 무차원

화된 시간, 𝑠𝑠이다. 보라색 그래프가 위험 Gust 

profile이다.  

 

Figure 17. 알고리즘 내 생성된 돌풍 profile 

Figure 18.은 항공기 날개 1차 모드형상의 공

진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의   

돌풍을 받는 항공기의 수직방향 속도를 무차원

화 된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험 돌풍 

속도 profile과 비교하였으며 돌풍 구간에서 항

공기의 수직방향 최대 속력은 8.838𝑚𝑚/𝑠𝑠이다.  

 

Figure 18. 위험 돌풍 속 항공기 속도 profile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회로 알고리즘

에서는 두 가지 비교 장치를 이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EDISON solver 해석 결과와 IFFT 결

과를 비교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고유주파

수와 알짜 선형운동량의 FFT 분석 결과를 비

교하는 작업이다. Figure 19.은 위험 돌풍하중 

응답을 EDISON solver로 해석한 날개 끝 단 반

응과 초기 IFFT 결과를 최종적으로 비교한 것

을 도식화한 것이며, 공진 현상에 의한 반응 

및 경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0.은 알짜 힘의 FFT 분석 결과이며 

고유주파수와의 비교를 Table 4.에 나타냈다. 

(m/s) 

(m/s)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m) 

 

(cm)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s = 𝑉𝑉 𝑡𝑡
𝑐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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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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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초기 1회를 제외한 모든 시행에서 𝑁𝑁𝑡𝑡ℎ 

Gust head와 (𝑁𝑁 − 1)𝑡𝑡ℎ Gust head 값의 오차를 

15% 이내로 설정하고 돌풍 형상을 설계하였다. 

Figure 16. Iteration 과정 

 Figure 17.은 역-추적 알고리즘 내에서 생성

된 11개의 돌풍 profile이다. 가로 축은 무차원

화된 시간, 𝑠𝑠이다. 보라색 그래프가 위험 Gust 

profile이다.  

 

Figure 17. 알고리즘 내 생성된 돌풍 profile 

Figure 18.은 항공기 날개 1차 모드형상의 공

진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낮은 강도의   

돌풍을 받는 항공기의 수직방향 속도를 무차원

화 된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험 돌풍 

속도 profile과 비교하였으며 돌풍 구간에서 항

공기의 수직방향 최대 속력은 8.838𝑚𝑚/𝑠𝑠이다.  

 

Figure 18. 위험 돌풍 속 항공기 속도 profile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폐회로 알고리즘

에서는 두 가지 비교 장치를 이용하게 된다. 

첫 번째는 EDISON solver 해석 결과와 IFFT 결

과를 비교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고유주파

수와 알짜 선형운동량의 FFT 분석 결과를 비

교하는 작업이다. Figure 19.은 위험 돌풍하중 

응답을 EDISON solver로 해석한 날개 끝 단 반

응과 초기 IFFT 결과를 최종적으로 비교한 것

을 도식화한 것이며, 공진 현상에 의한 반응 

및 경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0.은 알짜 힘의 FFT 분석 결과이며 

고유주파수와의 비교를 Table 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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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DISON 결과와 IFFT 결과 비교 

FFT를 이용하여 위험 돌풍에 의한 알짜 힘

을 해석한 결과 2.16Hz를 특성주파수로 가지

고 있었으며, 이는 날개 고유진동수 2.167Hz과 

불과 0.32%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공진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20. 위험 돌풍의 알짜 힘 FFT 결과 

 

결과를 마무리 지으며, 실제로 항공기에는  

치명적인 돌풍이나 외란(外亂)을 맞이하더라도 

진동을 감쇠하는 댐핑 장치(Damping system)

가 설치되어 있다. 결과에서 얻은 위험 돌풍에 

의한 하중이 항공기 모델에 작용하였을 때 적

절한 감쇠 비( ζ )를 고려한 실제 날개 끝 단 

deflection을 구하여 Figure 21.에 나타냈다. 감

쇠 비는 항공기 재원 값을 참조하여[7] 0.469라

고 하였으며 이 경우 최대 deflection 진폭은 

29.48𝑐𝑐𝑐𝑐였다. 최초 돌풍에 진입하고 정상상태

로 돌아오기 위한 시간은 약 3초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ure 21. 윙 팁 deflection (감쇠 효과 고려) 

 

2.5.2.2 토의  

Table 4. 위험 돌풍 가진 주파수와 날개  

고유주파수 비교 

 

 Natural frequency FFT Error 

Frequency 2.167Hz 2.16Hz 0.32% 

 

(cm) 

 

(cm) 

(cm)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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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0

1

2

3

4

5

3 4 5

E(
Ev

)

R(Å)

HF

pbe

b-lyp

b3-lyp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Table 5.은 상공 6000𝑚𝑚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에 작용하는 돌풍의 경중(輕重)을 나타낸다. 역

-추적 결과 항공기는 심함(Severe) 이상의 돌풍 

강도인 17.68𝑚𝑚/𝑠𝑠의 위험 Gust profile을 가졌다. 

기준치(심함, severe)와는 8.9%의 여유 오차를 

가지는 점에서 돌풍 대비 설계는 비교적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5. 6000𝑚𝑚 상공에서의 돌풍 경중(輕重) 

알고리즘 내 검증 과정에서 알짜 힘의 FFT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특성 주파수 값들

(Peak)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모

드형상 주파수에서 그 수치(Amplitude)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

차 모드형상에서의 공진현상을 기준으로 항공

기에 치명적인 돌풍을 역-추적하였다. 추후 더 

높은 가진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불균형 연속 

돌풍에 대한 예측 연구가 필요하며 1차 모드

형상뿐 아니라 고차 굽힘 및 뒤틀림 모드의 고

유 주파수와 주파수간 coupling도 고려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3. 결    론 

 

항공기 운항 중에 작용하는 돌풍 등의 외란

은 구조물의 가진 환경을 유발하여 항공기에 

부가적인 하중을 가하고, 탑승객의 승차감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적 예측 관점에서 항공기

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치명적일 수 있

는 위험 Gust profile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역-추적 알고리즘은 적절한 물리적 

특성들, 그리고 그 특성들을 항공기에 작용하

는 하중으로 역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EDISON 구조동역학 웹 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비선형 구조해석전문 solver, Co-

rotational Plane beam Transient Analysis solver

를 이용해, 다양한 기준들 중 날개 끝 단 변위 

값을 기준으로 하중 역-추적 및 위험 Gust 

profile을 역-추적하였다. 돌풍 모델은 FAR 25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Part 25)에서 제

시한 1-cosine gust 모델을 사용하였다. 알고리

즘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검증방법으로 

Iteration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 째, 날개 끝 

단 변위의 과도응답 결과를 IFFT 결과와 비교

하였다. 두 번째, 항공기 plunge를 고려한 알

짜 선형 운동량의 FFT 결과 값과 고유주파수 

값을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 검증 방법들을 

이용해서 폐회로 알고리즘 내에서 총 10회의 

Iteration 결과 항공기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

는 위험 돌풍 profile을 구할 수 있었다. 최종

적인 위험 돌풍의 주파수는 1.87Hz였고 최대

속력은 17.68 𝑚𝑚/𝑠𝑠였다. 항공기의 plunge를 고

려한 돌풍의 알짜 선형 운동량의 주파수는 

2.16Hz로 수렴하였다. 한편 상공 6000𝑚𝑚에서의 

돌풍의 경중의 기준과 비교하여 심함(Severe)

의 기준치인 16.11𝑚𝑚/𝑠𝑠와 8.9%의 여유 오차를 

나타내며 돌풍 대비 설계는 비교적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댐핑 시스템이 없다면 항공기가 알고리즘 결

과로 얻은 위험 돌풍하중을 겪을 때 공진 현상

을 겪으며 극심한 가진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날개

Severity Gust Intensity, 𝑈𝑈0 

Light  7.62 𝑚𝑚/𝑠𝑠  

Moderate 13.24 𝑚𝑚/𝑠𝑠 

Severe 16.11 𝑚𝑚/𝑠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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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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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은 상공 6000𝑚𝑚에서 운항하는 항공기

에 작용하는 돌풍의 경중(輕重)을 나타낸다. 역

-추적 결과 항공기는 심함(Severe) 이상의 돌풍 

강도인 17.68𝑚𝑚/𝑠𝑠의 위험 Gust profile을 가졌다. 

기준치(심함, severe)와는 8.9%의 여유 오차를 

가지는 점에서 돌풍 대비 설계는 비교적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Table 5. 6000𝑚𝑚 상공에서의 돌풍 경중(輕重) 

알고리즘 내 검증 과정에서 알짜 힘의 FFT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특성 주파수 값들

(Peak)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낮은 모

드형상 주파수에서 그 수치(Amplitude)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1

차 모드형상에서의 공진현상을 기준으로 항공

기에 치명적인 돌풍을 역-추적하였다. 추후 더 

높은 가진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불균형 연속 

돌풍에 대한 예측 연구가 필요하며 1차 모드

형상뿐 아니라 고차 굽힘 및 뒤틀림 모드의 고

유 주파수와 주파수간 coupling도 고려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3. 결    론 

 

항공기 운항 중에 작용하는 돌풍 등의 외란

은 구조물의 가진 환경을 유발하여 항공기에 

부가적인 하중을 가하고, 탑승객의 승차감을 

저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적 예측 관점에서 항공기

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공기에 치명적일 수 있

는 위험 Gust profile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역-추적 알고리즘은 적절한 물리적 

특성들, 그리고 그 특성들을 항공기에 작용하

는 하중으로 역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EDISON 구조동역학 웹 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비선형 구조해석전문 solver, Co-

rotational Plane beam Transient Analysis solver

를 이용해, 다양한 기준들 중 날개 끝 단 변위 

값을 기준으로 하중 역-추적 및 위험 Gust 

profile을 역-추적하였다. 돌풍 모델은 FAR 25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Part 25)에서 제

시한 1-cosine gust 모델을 사용하였다. 알고리

즘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검증방법으로 

Iteration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 째, 날개 끝 

단 변위의 과도응답 결과를 IFFT 결과와 비교

하였다. 두 번째, 항공기 plunge를 고려한 알

짜 선형 운동량의 FFT 결과 값과 고유주파수 

값을 비교하였다. 이 두 가지 검증 방법들을 

이용해서 폐회로 알고리즘 내에서 총 10회의 

Iteration 결과 항공기 모델에 위협이 될 수 있

는 위험 돌풍 profile을 구할 수 있었다. 최종

적인 위험 돌풍의 주파수는 1.87Hz였고 최대

속력은 17.68 𝑚𝑚/𝑠𝑠였다. 항공기의 plunge를 고

려한 돌풍의 알짜 선형 운동량의 주파수는 

2.16Hz로 수렴하였다. 한편 상공 6000𝑚𝑚에서의 

돌풍의 경중의 기준과 비교하여 심함(Severe)

의 기준치인 16.11𝑚𝑚/𝑠𝑠와 8.9%의 여유 오차를 

나타내며 돌풍 대비 설계는 비교적 문제가 없

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댐핑 시스템이 없다면 항공기가 알고리즘 결

과로 얻은 위험 돌풍하중을 겪을 때 공진 현상

을 겪으며 극심한 가진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항공기 날개

Severity Gust Intensity, 𝑈𝑈0 

Light  7.62 𝑚𝑚/𝑠𝑠  

Moderate 13.24 𝑚𝑚/𝑠𝑠 

Severe 16.11 𝑚𝑚/𝑠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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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댐핑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항공기 날개 재원 값을 참고하여 감쇠 비

가 0.469일때, 위험 돌풍하중 시 윙 팁에서의 

deflection을 예측해보았다. 그 결과, 최대 끝 

단 변위 진폭은 29.48𝑐𝑐𝑐𝑐로 예측되었으며, 위험 

돌풍(Critical gust) 진입 후 약 3초 후 윙 팁이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학에서 경계 값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설계부터 안전성 평가까지 빠지지 않고 

어떤 결과의 기준이 된다. 본 연구는 역-추적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항공기에 치명적일 수 있

는 하나의 경계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한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연속적이고 불규칙

적인 외부 힘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든 돌풍을 

최대한 현실화하려 노력하였으며, 특히 가장 

간단한 돌풍 모델인 1-cos gust 모델에 대해서 

그 위험 수치 경계 값을 알 수 있는 알고리즘

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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