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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 층 을 이용한 경항공기 로트 구조해석  경량화

Structural Analysis and Light-Weight Design of Aircraft Floats with

Laminat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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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수상/육상 착륙 환경에서 경항공기용 로트의 구조  안 성과 경량화 설계개선을 하여 고유 진동수 

 정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경항공기용 로트의 설계제원  형상도면을 기반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수상/육상 착륙 시 의 단순화된 하 조건을 로트모델에 용하 다. 먼  알루미늄 로트모델에 하여 고유 진동수 

 응력해석 결과를 확인하 으며, 이를 기 으로 복합재료 층 을 용한 로트모델의 구조  안 성을 비교 검토하

다. 복합재료 로트모델의 층유형  두께 변화에 따른 무게감소와 손지수 변화 등의 성능개선을 확인하 으며, 경량

화 로트설계에 합한 층유형을 제시하 다.

핵심용어 : 로트, 구조해석, 경량화, 복합재료, 유한요소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safety and light-weight design of aircraft floats, natural frequency and static stress analysis 

are performed under water and ground landing conditions. A finite element mesh based on the design configuration of light aircraft 

floats is modeled, and simplified water and ground landing loads are applied to this model. The natural frequency and stress 

analysis of aluminum-alloy floats are carried out first. Then,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floats is re-analyzed in the case of 

laminated composites, and the numerical results are compared each other. It is concluded that, by tailoring the laminated composites 

with respect to stacking sequence and ply thickness,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light-weight floats can be improved.

Keywords : float, structural analysis, light weight, composite, finit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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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로트(float)를 장착한 경항공기에 한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 등을 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로트를 장착

한 경항공기는 이착륙에 필요한 정 수변 공간이 확보되면 

다양한 목 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를 들어, 해양환경 감시

와 조사에 합한 경항공기의 로트설계  운용이 요구되

고 있다(Rozhdestvensky, 2006).

경항공기는 착륙 환경과 로트 형태에 따라 수상 용기

(seaplane)와 수륙 양용기(amphibian)로 분류된다. Fig. 

1은 수상 용기 로트의 일반 인 형상  구성요소를 보

여주고 있다. 내부가 벌크헤드(bulkhead)로 이루어진 로

트는 몸체와 가 일체로 구성되어 외피가 부분의 하

을 지지하는 모노코크(monocoque) 구조를 갖는다.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벌크헤드는 두께는 얇지만 로트의 

굽힘 하 을 분산하며 로트 외피의 균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로트는 스 더 바(spreader bar)  스트러트 바

(strut bar) 체결에 의해 경항공기의 무게 심 앞쪽에 장착

되며 경항공기의 량을 증가시킨다. 경항공기와 로트의 

체결 부 에서 집 되어 발생하는 응력은 로트의 구조  

취약성을 야기한다. 더욱이 경항공기의 착륙시 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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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components of float structures

Fig. 2 Modeling of float structures

(a) 3D CATIA model, (b) finite element mesh

최  응력은 로트에 작용하는 착륙 충격하 에 기인한다

(Tetlow 등, 2007). 그러므로 로트는 수상/육상 착륙환경

에서의 충격하 에 한 구조  안 성과 경량화설계가 요구

된다.

로트 구조물의 안 성 확보를 해서는 외피 두께와 같

은 설계제원 변경과 복합재료와 같은 고성능 구조재료의 

용이 필요하다(노 천, 2009; Kagawa 등, 2007; Ward 

-Close 등, 1994). 로트의 설계제원 변경은 착륙하 에 

해 구조  안 성은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경항공기의 체 

량이 증가하여 항공기 구조성능이 하되는 한계가 있다. 

복합재료가 용된 로트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  안 성 

확보와 함께 경량화에 따른 항공기 성능개선에 효과 이다

(Gurdal 등, 1999). 이방성을 갖는 복합재료는 층유형 

 두께변화에 따라 구조성능이 변화하며, 단층별 비균일한 

응력분포로 인하여 속재료와 상이한 손  재료거동 특

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복합재료 

로트의 구조  안 성 해석과 이를 기반으로 경량화설계를 

하는 것이 요하다(Immarigeon 등, 1995).

본 논문에서는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경항공기용 로트

의 안 성과 경량화에 따른 구조성능 변화를 확인하 다. 상

용 경항공기 로트의 설계제원을 기반으로 유한요소모델링

을 수행하 고, 수상/육상 착륙시 의 단순화된 하 을 로

트모델에 용하 다. 알루미늄 로트모델에 하여 고유 

진동수  응력해석 결과를 확인하 고, 이를 기 으로 경량

화에 따른 복합재료 로트모델의 구조  안 성을 비교하

다. 복합재료 로트모델의 층유형  두께변경을 통하여 

경항공기 로트의 경량화와 구조성능 개선을 확인하 다.

2. 경항공기 로트 구조해석

2.1 유한요소모델링

2인승 경항공기(최  이륙 량 650kg, 최  순항속도 

213km/h, 엔진 추진력 100마력, 동체 길이 6.12m, 동체 

높이 2.28m)에 장착 가능한 로트( 체 길이 4.5m, 비 

0.57m, 높이 0.5m, 질량 71.61kg) 설계제원을 바탕으로 

생성된 삼차원 형상에 한 유한요소모델링을 수행하 다. 주

요 부분의 두께는 상부외피 1.27mm, 하부외피, 2.03mm, 

보강재 6.85mm, 벌크헤드 1.62mm이다.

Fig. 2는 내부의 벌크헤드를 포함한 형상  유한요소모

델이다. 로트 배면에 용되는 주요 킬(keel) 보강재를 고

려하 다. 구조  향이 비교  은 수  방향타(water 

rudder), 스트러트 바, 스 더 바 소켓(spreader bar 

socket), 스텝 사이드 거싯(step side gusset), 러더 벌크헤

드 더블러(rudder bulkhead doubler)는 고려하지 않았다.

유한요소모델링은 상용 유한요소 로그램인 SAMCEF 

Field V.8.1을 사용하 다(SAMCEF Feild, 2009). 구조 

해석을 하여 삼각형 쉘(shell) 요소 310개, 사각형 쉘 요

소 11,204개를 생성하 다. 해석과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

기 하여 로트의 보강재  하  용범 에 따라 체 

형상, 벌크헤드, 킬, 킬 더블러(keel doubler), 킬 스티

(keel stiffener), 상단외피, 하단외피를 기 으로 세분화하

다.

2.2 변  구속  하 조건

변  구속조건은 Fig. 2에서와 같이 로트 사이의 체결 

부 인 스 더 바 소켓의 치에 정의하 다. 하 조건으

로 로트에 작용하는 이착륙 충격하 , 횡 방향 굽힘 모멘

트, 비틀림 모멘트 에서 수상/육상 착륙에서의 충격하 이 

고려되었다. 하 산출을 하여 설계 제원상의 로트 배수량

을 1.8로 나 어 얻게 되는 711kg을 로트가 장착될 경항공

기의 최 질량으로 결정하 다(Federal Aviation Regu-

lation, 2004).

Fig. 3은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로트에 작용하는 하

을 나타낸다. 착륙환경에 따라 수상 착륙 시의 충격하 을 

WL(water load), 육상 착륙 시의 충격하 을 GL(ground 

load)로 각각 분포하 과 집 하 으로 정의하 다. WL은 



최윤규․김성 ․신의섭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2012.2) 67

Fig. 3 Loading conditions: (a) WL, (b) GL

Fig. 4 Natural frequencies and modes: Al 6061-T6

Fig. 5 Maximum displacement: Al 6061-T6

Water

condition



[m/s]



[Pa]

Ground

condition



[m/s]


[N]


[N]

WL  1 10 4,960 GL 1 10 8,452 38,505

WL  2 15 11,160 GL 2 15 12,678 57,757

WL  3 20 19,800 GL 3 20 16,905 77,010

WL  4 25 30,600 GL 4 25 21,131 96,262

WL  5 30 43,200 GL 5 30 25,356 115,514

Table 1 Loading conditions on landing

식 (1)에서와 같이 수면에서 로트 바닥면에 수직으로 작용

하는 유체 압력 이다. GL은 식 (2)에서와 같이 지면에서 

완충기를 통해 달되는 충격력 이다. 랜딩 기어에서의 충

격력 와 는 무게 심(center of gravity)에서 랜딩 기

어까지의 거리 비(0.18:0.82)를 용하여 구하 다.

2
a cos1

2 60
vp γρ ⎛ ⎞= ⎜ ⎟

⎝ ⎠ (1)

a

s
a

mvF E
t

=
(2)

여기서, ρ 와 γ 는 물의 도와 비행경로 각(flight path 

angle)이며, 각각 1,000kg/m3, 3.0°이다. 는 착륙 근 

속도를 의미하며, 경항공기 로트의 총 질량과 완충기 효율 

과 는 각각 782kg, 0.6이다. 착륙시 에서의 충격시간 

는 0.1을 용하 다. 이를 통해 얻어진 수상/육상 착륙 

환경에서의 착륙속도에 따른 하 조건 WL 1～5와 GL 1～

5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3 알루미늄 로트 해석

알루미늄(Al 6061-T6) 로트모델에 용된 재료물성 값

은 탄성계수 =68.9GPa, 단 탄성계수 =26.0GPa, 푸

아송 비 =0.33, 항복응력 =275MPa, 도 =2,700 

kg/m3이다.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설계제원 기반의 경항

공기 로트의 구조  안 성을 확인하기 하여 고유 진동

수  정 해석을 수행하 다.

Fig. 4는 알루미늄 로트모델의 고유 진동수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4차까지의 고유 진동모드를 살펴본 결과, 체

인 굽힘 모드와 벌크헤드  외피에서의 국부 인 떨림 상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수  방향타 

부분에서는 종방향의 굽힘 모드(longitudinal bending 

mode)가 91.90Hz의 고유 주 수에서 발생하며, 구조 으

로 강성이 약한 벌크헤드에서는 국부 인 떨림 상을 보여주

는 벌크헤드 모드(bulkhead mode)가 117.95Hz에서 나타

난다.

착륙 하 조건 WL과 GL에 따른 로트 구조물의 z 방향 

최 변 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수상/육상 착륙조건에서 

근속도가 높을수록 최 변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착

륙 근 속도가 30m/s일 때 해당하는 WL과 GL에 한 최

변 는 수  방향타 부분에서 각각 6.02mm, 2.48mm이다. 

수  방향타 부분에서 발생된 방향 변 는 보강재 미 용과 

국부 인 집 하 에 의한 처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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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aximum displacement: CFRP [(0/±45/90)S]3

Fig. 6 Stress distribution: Al 6061-T6

Fig. 7 Natural frequencies and modes: CFRP 

[(0/±45/90)S]3

Fig. 6은 WL 5와 GL 5에 따른 로트의 von Mises 응력

을 나타낸다. 수상 착륙조건 WL 5에 따른 응력집 이 구조

으로 강성이 약한 로트 측면 외피 부분에서 91.82MPa로 

나타난다. 육상 착륙조건인 GL 5의 경우는 스 더 바 소켓

이 치하는 벌크헤드 부분에서 169.36MPa의 응력이 집 된

다. 이를 통해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경향공기의 구조  안

성 확보를 해서는 근 속도에 따라서 측면 외피  스

더 바 소켓이 치하는 해당 벌크헤드 부분에 한 상세 해

석과 이를 통한 보강재 용이 필요하다.

3. 복합재료 로트해석  경량화

3.1 복합재료 로트해석

복합재료(탄소/에폭시) 로트모델에 용된 물성값은 섬

유방향 탄성계수 =135GPa, 섬유 수직방향 탄성계수 

=10GPa, 단 탄성계수 =5.0GPa, 푸아송 비 

=0.3, 섬유방향 인장강도 =1.5GPa, 압축강도  ′=1.2 

GPa, 섬유 수직방향 인장강도 =0.05GPa, 압축강도  ′
=0.25GPa, 단강도 =0.07GPa, 도 =1,600kg/m3

이다. 수치해석을 한 로트의 제원은 알루미늄모델과 동

일하다. 0.125mm의 단층 두께를 기 으로 [(0/±45/90)S]3

으로 층된 복합재료 층 을 해석모델에 용하 다. 알

루미늄 로트모델을 기 으로 수상/육상 착륙환경에서 복합

재료 층  용에 따른 경항공기 로트의 구조  안 성

과 경량화에 따른 구조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고유 진

동수  정 해석을 수행하 다.

복합재료 로트의 고유 진동수 해석결과를 Fig. 7에 나

타내었다. 제 질량은 42.52kg으로 알루미늄 로트모델의 

71.61kg에 비해 약 41%의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4차까지

의 고유 진동 모드를 살펴본 결과, 체 인 굽힘 모드와 벌

크헤드  외피에서의 국부 인 떨림 상이 알루미늄모델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방향의 1차 굽힘 모드(lon-

gitudinal bending mode)와 벌크헤드 1차 모드(bulkhead 

mode)는 각각 105.43Hz, 126.80Hz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모드에서의 고유 주 수는 알루미늄 로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합재료의 

사용과 함께 보강재가 용되는 부분의 외피 두께는 얇아졌지

만, 복합재료의 강성 자체가 알루미늄보다 훨씬 우수하며 

로트의 체 질량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Fig. 8은 착륙조건 WL과 GL에 따른 복합재료 로트모

델의 방향 최 변 를 나타낸다. WL과 GL에 의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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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ailure index in each layer: 

CFRP[(0/±45/90)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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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ilure index: Al 6061-T6 & CFRP 

[(0/±45/90)S]3

Fig. 9 Stress distribution: CFRP [(0/±45/90)S]3

변 는 착륙 근 속도가 30m/s일 때, 수  방향타 부분에서 

각각 7.70mm, 3.09mm이다. Fig. 9는 하 조건 WL 5과 

GL 5에 따른 방향의 최 응력을 나타내며, 각각 181.73 

MPa, 473.36MPa이다. 이와 같이 응력집 에 따른 구조 안

성을 확인하기 해 리 알려진 Tsai-Wu 손지수(F.I., 

failure index)를 사용하 다(Tsai 등, 1971).

2 2 2
1 1 2 2 11 1 22 2 12 1 2 66 12F.I. 2 1F F F F F Fσ σ σ σ σ σ τ= + + + + + ≤ (3)

여기서, 는 인장, 압축, 단 강도로 표 되는 각종 계수를 

의미한다. 를 들어, GL 5에 하여 벌크헤드 하단 부분에

서 발생된 최  응력요소에서의 단층별 손지수를 Fig. 10

에 나타내었다. 단층별 손지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최  손지수는 0.44이다.

하 조건에 따른 로트의 손지수를 Fig. 11에 나타내

었다. 알루미늄 로트의 손지수는 von Mises 응력을 항

복 강도로 무차원화한 것이다. WL 5와 GL 5에 따른 복합

재 로트모델의 최  손지수는 각각 0.20, 0.44이며, 알

루미늄 로트모델과 비교하여 각각 약 39%, 29% 감소하

다. 이를 통해 복합재 로트가 경량화와 함께 손지수 

기 의 구조 안 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층유형에 따른 구조성능 검토

복합재료 로트의 기본 인 경량화 설계를 하여 층유

형과 층  두께변화에 따른 구조성능 변화를 확인하 다. 

이를 하여 [(0/±θ /90)S], [(±θ )2S]에 하여 층 각

도(θ =15°, 30°, 45°)  층  두께(=2, 3, 4mm)를 

변경하 다.

WL과 GL에 하여 복합재료 층 의 두께가 3mm일 

때 해당하는 [(0/±θ /90)S]3, [(±θ )2S]3의 층유형에 따른 

손지수를 Fig. 12와 Fig. 13에 나타내었다. 하 조건 

WL 5에 하여 [(±15)2S]3을 제외한 모든 층유형에 하

여 최  손지수가 알루미늄 로트의 최  손지수 0.33

보다 낮게 나타난다. 하 조건 GL 5에 의한 손지수는 

[(0/±30/90)S]3 층유형에서 0.42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복합재료는 층 의 층 각도 변화에 따라 구조성능이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복합재 층 을 이용한 경항공기 로트 구조해석  경량화

70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호(2012.2)

Fig. 12 Failure index with respect to stacking 

sequence: CFRP(WL)

Fig. 13 Failure index with respect to stacking 

sequence: CFRP(GL)

Material
Angle

(θ)

Max. disp.

(mm)

Failure

index

Mass

(kg)

Al 6061 T6 - 6.02 0.33 71.61 

[(0/±θ/90)S]2 

15 11.86 0.45 

28.34 

30 11.55 0.41 

45 13.21 0.36 

[(±θ)2S]2 

15 12.62 0.63 

30 15.01 0.51 

45 21.80 0.50 

[(0/±θ/90)S]3 

15 6.36 0.22 

42.50  

30 6.39 0.21 

45 7.70 0.20 

[(±θ)2S]3 

15 6.22 0.37 

30 8.43 0.30 

45 18.19 0.27 

[(0/±θ/90)S]4 

15 4.33 0.15 

56.69  

30 4.43 0.15 

45 5.48 0.15 

[(±θ)2S]4 

15 4.03 0.25 

30 5.86 0.21 

45 9.96 0.20 

Table 2 Structural performanc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laminate angle and thickness: WL 5

Material
Angle

(θ)

Max. disp.

(mm)

Failure

index

Mass

(kg)

Al 6061 T6 - 2.48 0.62 71.61 

[(0/±θ/90)S]2 

15 6.61 0.91 

28.34 

30 4.73 0.67 

45 4.72 0.61 

[(±θ)2S]2 

15 6.41 3.00 

30 4.57 1.40 

45 11.07 0.61 

[(0/±θ/90)S]3 

15 4.15 0.51 

42.50  

30 2.91 0.42 

45 3.09 0.44 

[(±θ)2S]3 

15 3.88 1.56 

30 2.85 0.72 

45 7.24 0.44 

[(0/±θ/90)S]4 

15 3.02 0.34 

56.69  

30 2.11 0.32 

45 2.30 0.34 

[(±θ)2S]4 

15 2.79 0.98 

30 2.09 0.45 

45 5.35 0.33 

Table 3 Structural performance improvements with 

respect to laminate angle and thickness: GL 5

하 조건 WL 5과 GL 5에 따른 방향 최 변 , 최  

손지수, 로트 총 질량에 한 결과를 각각 Table 2와 

Table 3에서 정리하여 제시하 다. 상한 바와 같이 층

의 층유형  두께변화에 따라 복합재료 로트의 구조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확인하 다. 구체 으로 살펴

보면 WL 5에 한 최  변 는 층 의 두께가 4mm일 

때 해당하는 [(±15)2S]4 층유형에서 4.03mm로 가장 낮

게 나타나며, 최  손지수는 [(0/±θ /90)S]4 층유형에서 

0.15로 가장 작게 나타난다. 한편 GL 5에 한 최  변

는 [(±30)2S]4 층유형에서 2.09mm로 가장 낮게 나타나

며, 최  손지수는 알루미늄 로트에 비해 21%의 경량화

를 보이는 [(0/±30/90)S]4 층유형에서 0.32로 약 48% 

감소를 보인다. 반 으로 GL 5에 하여 손지수와 함께 

경량화를 고려한 구조성능 개선 측면에서는 알루미늄 로트

에 비해 약 41%의 경량화와 약 32%의 손지수 감소를 보

인 [(0/±30/90)S]3 층 유형이 가장 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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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경항공기 로트의 구조  안 성 확인과 기본 인 경량화 

설계를 하여 알루미늄  복합재료 로트모델의 구조 해

석을 수행하 다. 설계제원  형상도면을 기반으로 유한요

소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수상/육상 착륙환경에 따른 단순

화된 하 조건을 유한요소모델에 용하 다. 경량화에 따른 

구조  안 성 확인을 하여, 알루미늄과 탄소섬유 강화 복

합재료 로트의 고유 진동수  응력해석 결과를 비교하

다.

고유 진동수 해석을 통해 구조 으로 강성이 작은 벌크 헤

드 부분에서의 국부 인 떨림 상이 체 굽힘 상과 함께 

혼합 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알루미늄 로트모델

의 응력해석을 수행하 으며, 착륙 근 속도가 30 m/s일 때

의 수상/육상 착륙 하 에 하여 최  손지수는 각각 

0.33, 0.62이었다. [(0/±45/90)S]3 층유형을 갖는 복합

재료 로트의 손지수는 알루미늄 로트에 비해 약 39%, 

29%정도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복합재료의 층유형  

두께변화가 고려된 로트 구조해석을 통해 기 인 경량화 

설계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약 41%의 경량화와 손 지수 

기 으로 약 32%의 구조성능 개선을 보인 [(0/±30/90)S]3 

층 유형이 가장 합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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