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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exist different kinds of aircrafts, such as conventional airplane, rotorcraft, fighter, and unmanned aerial vehicle. Their shape 

and feature are dependent upon their own assigned mission. One of the fundamental analyses performed during the aircraft design is 

the structural analysis. It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requires severe computations because of the recent complex trends in 

aircraft structure. In order for efficiency in the structural analysis, a simplified approach, such as equivalent beam or plate model, is 

preferred. However, it is not clear which analysis will be appropriate to analyze the realistic configuration, such as an aircraft wing, 

i.e., between an equivalent beam and plat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limitation for both the one-dimensional beam 

analysis and the two-dimensional plate theory. Thus, in this paper, the static structural analysis results obtained by EDISON solvers 

were compared with the three-dimensional results obtained from MSC NASTRAN. Before that, EDISON program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ose from MSC NASTRAN program and other analytic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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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가 설계되기 , 다양한 임무수행 요건들이 먼  설

립된다. 착륙거리, 순항속도, 최  비행거리, 스텔스 기능, 

선회 등 그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해 항공기들은 다

양한 형태로 설계된다. 민간 항공기부터 투기, 무인항공기, 

헬리콥터, 수송기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표 인 항공기 형

태들을 고려해 보기만 해도 날개의 세장비, 동체의 모양, 꼬

리 날개의 유형 등 매우 다양하다. 항공기 구조 설계과정 , 

해석  설계과정은 기 가 되는 과정  하나이다. 이러한 

항공기 구조해석을 해 다양한 해석  근방법이 존재하고 

그  3차원 해석은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계산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간단한 1차원 보

나 2차원 평면 구조물로 등가 모델링하여 계산시간  비용

을 여 그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를 들어 큰 세장비

를 갖는 날개를 필요로 하는 무인정찰기의 경우 가느다란 동

체와 함께 구조 동역학 으로 등가하고 단순화된 보 모델로 

환되어 해석이 수행된다. 세장비가 작은 꼬리 날개나 주 

날개 안에 장착되는 스 (spar)나 립(rib)은 등가 보가 아닌 

등가의 평면 구조물로 간단히 모델링되어 해석된다. 하지만 

1차원 보와 2차원 평면의 두 가지 해석이 어떠한 형태의 구

조물에 합한 해석인지에 한 정확한 수치 인 기 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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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1차원 보 해석과 2차원 평면해석에 

합한 구조물을 분류할 수 있는 기 과 척도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특정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의 세장비 수치

에 따라 1차원 보 해석과 2차원 평면해석 에서 어떤 해석 

도구가 더 정확한 해를 구 해 낼 수 있는 지에 하여, 그 

선택 방향을 제시하는데 인 의의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같은 형상에 하여 1차원 보 해석과 2차원 평면해석을 동시

에 수행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해석도구의 정확도를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상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어느 해석도구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별하 다. 

2. 본    론

구조해석에 용되는 일반 인 1차원 보 이론과 2차원 평

면 응력의 이론을 소개하 다.

2.1 1차원 보 이론

Fig. 1 Configuration of the structural analysis

1차원 보의 처짐(deflection)을 계산하기 해서 단순 보 

이론을 용하 다. 단순 보 이론을 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보의 좌표계가 Fig. 1과 같을 때 모

든 축 방향의 하 은 0이다. 

       (1)

한 축 방향의 응력이 지배 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

식이 성립한다(Lagace, 2008). 

  ≫  (3)

한 Euler-Bernoulli 보 이론을 용시켜 변형이 일어날 

때 단면은 축에 하여 항상 수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 다. 

이 때 처짐(deflection)을 , 변형이 일어날 때 보의 곡

률(curvature)을 ,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를 

, 축에 한 단면의 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를 

,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를 라고 할 때 기구학 

계식(kinematic equation)은 식 (3)과 같고 구성 계식

(constitutive equation) 식 (4)와 같다.

 


″ ′ (3)

   (4)

식 (3), (4)를 이용하여 평형 계식(equilibrium equation)

을 구성하면 식 (5)와 같다.







(5)

이 때 논문에서 보의 경계 조건은 식 (6)과 같다.

      ′     (6)

식 (5), (6)을 이용하여 보의 끝단에 하  가 작용할 때 

끝단에서의 처짐을 계산하면 식 (7)과 같다.

 
  

(7)

2.2 2차원 평면 이론

항공기 날개와 같이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해서는 2차

원 평면응력(plane stress) 조건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

행할 수 있다. 두께가 얇은 구조를 평 이라고 하고, 이 구조

물의 좌표축을 설정할 때 평면을 두께 간에 치시킨다. 

Fig. 2와 같이 평면에 수직한 방향을 횡(transverse)방

향이라고 하고 평면에 평행한 방향을 면 내(in-plane)방

향이라고 한다. 이 때 평면에 응력이 작용할 때 평면응력

(plane stress)이라고 한다.

Fig. 2 Structural model for plane stress analysis

평면응력 상태를 만족하기 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

다. 모든 응력은 평면 방향으로 작용하고 평면에 하여 

칭이어야 한다. 경계 조건 한 평면에 칭이어야 한다. 



강유진․심지수․조해성․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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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Aluminum 6061-T4

Modulus of elasticity 68.90(GPa)

Poisson’s ratio 0.33

Density 2700(kg/m3)

Load 200000(N)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structural analysis

Length

(m)

Analytic 

Solution(m)

CASAD Solver 

(m)

Difference

(%)

1 2.322×10-4 2.322×10-4
1.7×10

-4

1.5 7.837×10-4 7.837×10-4
0.56×10

-4

2 1.858×10-3 1.858×10-3
-2.6×10-4

2.5 3.628×10-3 3.628×10-3
0.82×10

-4

3 6.270×10-3 6.270×10-3
0.53×10

-4

5 2.903×10-2 2.903×10-2
0.82×10-4

7 7.965×10-2 7.965×10-2
0.39×10

-4

11 3.091×10-1 3.091×10-1
1.2×10

-4

15 7.837×10-1 7.837×10-1
-0.71×10-4

19 1.593 1.593 -0.73×10
-4

20 1.858 1.858 -2.6×10
-4

22 2.473 2.473 2.0×10-4

24 3.210 3.210 0.71×10
-4

25 3.628 3.628 0.82×10
-4

Table 2 1D beam analysis for verification

면내 방향의 변형과 응력은 축 방향에 해 일정하다. 마지막

으로 축 방향의 변형과 응력은 무시할 수 있다. 이 상태를 만

족하기 해서는 구조가 가장 작은 면내 방향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10%보다 더 작아야 한다(Felippa, 2004).

이 때 다음 식 (8)을 만족한다.

       (8)

Poisson 비(Poisson’s ratio)를 라고 할 때 변형률과 

응력 계는 식 (9)와 같다.

  (9)

where 












  
  

  



식 (9)를 변형률에 하여 용하면 식 (10)과 같다.
























 
 









  
  
  
























(10)

이를 평형 방정식(equilibrium equation)에 용하면 구

조거동을 측할 수 있다. 

3. 해석 결과

EDISON 해석 로그램을 이용한 1차원 보 모델 해석과 

2차원 평면 모델해석을 일반 인 해석  정 해와 MSC 

NASTRAN을 이용하여 검증  3차원 해석과 비교하 다.

3.1 해석 로그램 검증

본 논문의 연구 상으로서, Fig. 1과 같은 외팔형의 직사

각형 재를 선택했으며 Table 1에는 재료의 물성치가 표기

되어 있다. 외팔형 재의 끝단의 평면에 일정하고 균일한 

단 힘을 가하는, 같은 경계조건 하에 재의 길이()에 

한 구조해석 값을 비교하 다. 단 힘의 방향은 음의 축 

방향이며, 단면에 힘을 가하 다. 하 은 실제 날개에서 일어

나는 하 이 아니며 해석 결과를 비교하기 한 하 이다. 

축 방향의 높이()와 축 방향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

한 채 축 방향의 길이의 값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길이 비

율을 갖는 구조물에 해 보 이론과 평면응력 조건을 각각 

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EDISON 해석 로그램

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개발한 CASAD Solver

와 본 논문을 통하여 개발된 plane-stress Q4 elements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각각 보와 평  이론에 기반한 정  

구조해석을 하여 Fig. 1의 축에서의 끝단의 축 방향의 처

짐값을 도출하 고, 이 결과 값들을 검증된 구조해석 상용 

로그램인 MSC NASTRAN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 값들과 

비교하여 해석 로그램을 재검증하 다. Fig. 2에서 높이

()를 1m, 두께()를 0.05m으로 하여 단면 을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1m부터 25m까지 변화시키는 해석조건을 

설정하 다.

먼 , CASAD Solver의 1차원 보 해석을 검증하 다. 해

석 결과는 앞서 제시한 이론에 근거한 해석  정 해와 비교

하 다. Table 2는 1차원 보 해석 결과와 해석  정  해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CASAD Solver 1차원 보 해석 결

과가 해석  정 해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된 plane-stress Q4 elements 

소 트웨어를 이용한 2차원 평면응력 모델 구조해석을 MSC 

NASTRAN 로그램의 2차원 해석 결과와 비교 검증하 다. 

Table 3에 의하면 2차원 평면해석 한 MSC NASTRAN의 

2차원 해석요소 해석 결과와 상 오차가 0.118(%)~0.133 

(%) 정도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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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m)

CASAD 

Solver(m)

3-D MSC 

NASTRAN(m)

Difference

(%)

1 2.320×10-4 3.970×10-4 -41

1.5 7.840×10
-4

1.030×10
-3

-24

2 1.858×10
-3

2.183×10
-3

-15

2.5 3.628×10-3 4.028×10-3 -9.9

3 6.270×10
-3

6.741×10
-3

-7.0

5 2.903×10
-2

2.975×10
-2

-2.4

7 7.965×10-2 8.057×10-2 -1.1

11 3.091×10
-1

3.102×10
-1

-0.37

15 7.837×10
-1

7.849×10
-1

-0.14

19 1.593 1.594 -0.056

20 1.858 1.859 -0.044

22 2.473 2.473 -0.023

24 3.210 3.211 -0.0090

25 3.628 3.629 -0.0035

Table 4 1-D beam analysis compared with 3-D structural 

analysis using MSC NASTRAN

Length

(m)

plane-stress

Q4 elements(m)

3-D MSC 

NASTRAN(m)

Difference

(%)

1 3.980×10
-4

3.970×10
-4

0.45

1.5 1.034×10
-3

1.030×10
-3

0.36

2 2.189×10-3 2.183×10-3 0.27

2.5 4.037×10
-3

4.028×10
-3

0.21

3 6.752×10
-3

6.741×10
-3

0.16

5 2.977×10-2 2.975×10-2 0.054

7 8.057×10
-2

8.057×10
-2

0.0040

11 3.101×10
-1

3.102×10
-1

-0.042

15 7.844×10-1 7.849×10-1 -0.064

19 1.592 1.594 -0.077

20 1.857 1.859 -0.080

22 2.471 2.473 -0.083

24 3.208 3.211 -0.087

25 3.625 3.629 -0.088

Table 5 2-D plane analysis compared with 3-D structural 

analysis using MSC NASTRAN

Fig. 3 Difference between 1-D beam and 2-D plane 

analysis compared with 3-D structural analysis using 

MCS NASTRAN

Length

(m)

2-D MSC 

NASTRAN(m)

plane-stress

Q4 elements(m)

Difference

(%)

1 3.990×10-4 3.980×10-4 -1.2×10-1

1.5 1.035×10-3 1.034×10-3 -1.3×10-1

2 2.191×10-3 2.189×10-3 -1.3×10-1

2.5 4.042×10-3 4.037×10-3 -1.3×10-1

3 6.761×10-3 6.752×10-3 -1.3×10-1

5 2.980×10-2 2.977×10-2 -1.3×10-1

7 8.068×10-2 8.057×10-2 -1.3×10-1

11 3.105×10-1 3.101×10-1 -1.3×10-1

15 7.854×10-1 7.844×10-1 -1.3×10-1

19 1.594 1.592 -1.3×10-1

20 1.859 1.857 -1.3×10-1

22 2.474 2.471 -1.3×10-1

24 3.212 3.208 -1.3×10-1

25 3.630 3.625 -1.3×10-1

Table 3 2D plane analysis for verification

3.2 3차원 MSC NASTRAN 구조해석과 비교

Section 2.3에서 해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1차원 구조해석

과 2차원 구조해석을 3차원 구조해석과 비교하 다. 3차원 

solid 요소를 사용한 해석 결과를 정 해로 고려하 다. 3차

원 구조해석에는 상용 해석 로그램인 MCS NASTRAN의 

3차원 선형 정  해석도구를 사용하 다.

Table 4에는 1차원 보 해석과 3차원 해석의 끝단에서 처

짐 결과 비교를 나타내었다. 구조물의 길이가 2.5m 미만일 

때에는 1차원 보 해석을 할 경우 10% 이상의 큰 오차가 발

생하 고 그 이상으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1차원 보 해석 

값의 오차는 히 어들었다. 이는 1차원 해석의 경우 

Euler-Bernoulli 보 이론을 용하므로 단 변형이 고려되

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5에는 2차원 평면응력 해석과 3차

원 해석의 끝단에서 처짐 결과 비교를 나타내었다. 2차원 평

면 해석의 경우  역의 길이()에서 모두 0.5% 미만의 

작은 오차를 보 으며, 길이()가 7m일 때 오차의 값이 

최 이다. 이는 모델의 두께()가 높이()의 10% 미만으로, 

평면 구조물이라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Fig. 3은 길이에 따른 3차원 

해석 처짐 값에 한 1차원 보와 2차원 평면해석 처짐 값의 

오차의 값을 나타낸다. 실선은 1차원 보 해석이고 선

은 2차원 평면해석이다. Fig. 4는 Fig. 3의 그래 를 확

한 그래 이다. Fig. 3과 Fig. 4에 의하면, 길이()가 18m 

이상일 경우, 연구 상 모델의 1차원 보 해석 값이 2차원 

평면해석 값보다 실제 해석 값에 가까운 결과를 보 다. 따

라서, 아무리 얇은 재라고 가정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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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largement of the Fig. 3(Difference between 

1-D beam and 2-D plane analysis compared with 3-D 

structural analysis using MCS NASTRAN)

Load

(kN)

Length

(m)
3 5 11 20

20

Linear 0.675 2.98 31.0 186

Nonlinear 0.674 2.97 31.0 170

Difference

(%)
-0.16 -0.055 0.040 -9.5

200

Linear 6.75 29.8 310 1860

Nonlinear 6.74 29.7 212 99.1

Difference

(%)
-0.16 -0.059 -46 -1774

2000

Linear 67.5 298 3100 18600

Nonlinear 67.4 268 218 119

Difference

(%)
-0.20 -11 -1324 -15557

Table 6 Results expressed in the tip deflection(×10
-3m) 

of the linear and 3-D nonlinear static structural analysis

Fig. 5 Nonlinear 3-D structural analysis using MCS 

NASTRAN

(Up: L/h=5, F=200kN, Down : L/h=11, F=200kN)

라도 길이  높이 비()가 18 이상일 경우에는, 1차원 

보 해석이 2차원 평면해석보다 더 신뢰있는 구조해석 결과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단된다.

3.3 기하학  비선형 구조해석으로의 확장

앞 에서 비교한 1차원 보, 2차원 평면, 3차원 구조해석

은 모두 선형성을 가정한 구조해석 결과이다. 그런데 본 논

문의 연구 상 구조 모델은 길이  높이 비()가 1부터 

25까지의 범 를 가지고 있고, 높은 길이  높이 비를 가진 

유연한 구조물에 해서는 하 에 한 구조 변형에 기하학

인 비선형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에서는 네 

가지 길이  높이 비를 갖는 모델에 하여 세 가지 하 을 

용하여 선형 구조해석한 결과를 비선형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하 다. 높이  길이 비가 각각 3, 5, 11, 20인 이  

과 같은 모델을 선택하 고, 3.2 의 결과에 근거하여 높

이  길이 비()가 18 이하인 모델은 2차원 평면 해석, 

18 이상인 모델은 1차원 보 해석을 용하여 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비선형 구조해석 도구는 MSC NASTRAN 로

그램으로, 3차원 비선형 정  구조해석(solver 106)을 수행

하 다. Table 6에 의하면, 단 하 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이  길이 비()가 증가할수록 오차가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한,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5와 같이 면 외 방향으로 구조 변형이 유발되는 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면 외 굽힘 상은 좌굴 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MSC NASTRAN 로그

램의 비선형 정  구조해석(sover 106)이 아닌, 좌굴 상 

해석(solver 105)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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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조해석에서 차의 모델링에 표 으로 

많이 사용되는 1차원 보 해석과 2차원 평면해석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조물의 기하학  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해석  특

성을 분석하 다. 동일한 해석 조건에서 1차원 보 해석과 2

차원 평면해석을 수행하여 3차원 고체 요소를 용한 구조 

해석 값과 비교하 다. 이를 통해, 1차원 보 해석과 2차원 

평면해석  어떤 해석도구가 실제와 유사한 값을 도출해 낼 

수 있는지 별하 다. 1차원 보 해석을 해 CASAD Solver

를 사용하고 2차원 평면해석 도구는 plane stress Q4 

element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 다. 각각의 해석

로그램은 해석  정 해와 MSC NASTRAN을 사용하여 

검증하 다. 그리고 사각단면을 갖는 구조물의 길이와 세로

길이 비를 변경하여 해석조건을 설정하고 각각의 해석 로

그램으로 끝단 처짐 결과를 MSC NASTRAN 로그램의 3

차원 해석 값과 비교하 다. 구조물의 1차원 보 해석의 경우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3차원 구조해석 결과 값과의 오차

가 격히 어들었고, 2차원 평면해석의 경우에는 길이()

의  역에서 3차원 구조해석 결과 값과 잘 일치하 다. 

하지만 구조물의 높이에 한 길이 비()가 략 18이상

일 때에는, 1차원 보 해석이 2차원 평면해석보다 정 해와 

작은 오차 값을 가지면서 조  더 정확한 해를 도출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실제 연구에 용하면, 사각 단면을 갖는 

날개를 고려할 때, 세장비가 18 이상일 경우, 2차원 평면해

석보다 1차원 보 해석을 용하는 것이 정확한 해를 도출하

는데 더 합리 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같은 구조

해석 모델에 해 비선형  변형의 가능성 여부를 단하기 

해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 고, 선형 구조해석에서 볼 

수 없었던 면 외 변형이 일어남을 확인하 다. 이 상이 좌

굴 상인지 아닌지는 MSC NASTRAN 로그램의 다른 

솔버(Solver 105)를 선택하여 추가로 해석하고서 단할 필

요가 있다.

사용자는 더욱 정확한 구조해석 결과 값을 도출해 내기 

해서는, 본 논문에서 연구한 해석도구의 해석해 도출 정확도

를 바탕으로 계산 용량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 모델 형상에 

따라 한 해석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형 구조해석

과 비선형 구조해석을 비교한 연구를 감안하면, 특정한 형상

과 련한 구조해석에서는 선형 구조해석이 물론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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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항공기는 목 에 따라서 민간 항공기, 무인항공기, 투기, 헬리콥터 등 다양한 항공기가 존재한다. 이 각각의 항공기는 특

정한 목 에 맞게 형상  설계가 된다. 특히 항공기 개발과정에서 요한 해석과정  하나가 구조해석이다. 하지만 항공기 

구조가 복잡해지고 3차원 모델로 구조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해석 효율성을 해서 1

차원 등가 보나 2차원 평면 응력 조건을 이용하여 실제 구조를 보다 간단하게 모델링한다. 하지만 이런 모델링은 실제 구조

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구조를 잘 반 할 수 있는 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형태에 따라서 1차원 등가 보와 

2차원 평면응력 조건을 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EDISON에 업로드 된 구조해석 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원 구조해석과 2차원 구조해석을 검증하고 구조형태에 따라서 1차원 해석과 2차원 해석을 각각 3차원 MSC NASTRAN 구

조해석과 비교하여 한 해석방법을 찾고자 한다. 비교결과 길이  높이 비가 증가할수록 1차원 해석과 3차원 해석의 오

차가 격히 어들었으며 이 비율이 18보다 증가하 을 때는 1차원 해석이 2차원 해석보다 3차원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

다. 

핵심용어 : Euler-Bernoulli 보 이론, 평면응력, 평  이론, 유한요소, MSC NASTR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