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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고고도 장기체공무인기 주익 Spar 비선형 구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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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of Main Wing Spar of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UAV

Sang-Wook Park*, Jeong-Woo Shin**, Mu-Hyoung Lee** and Tae-Uk Kim**

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endurance flight efficiency of long endurance electric powered UAV,

main wing of UAV should have high aspect ratio and low structural weight. Since a spar

which consists of thin and slender structure for weight reduction can cause catastrophic

failure during the flight, it is important to develop verification method of structural

integrity of the spar with the light weight design. In this paper, process of structural

analysis using non-linear finite element method was introduced for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of the spar. The static strength test of the spar was conducted to

identify structural characteristic under the static load. Then, the experimental result of the

spar was compared to the analytical result from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eveloped process of structural analysis could predict well the

non-linear structural behavior of the spar under ultimat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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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Green Energ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항공분야에서도 관련

연구의 하나로 태양전지(Solar Cell)가 부착된 전

기동력 무인항공기(Electric Powered UAV) 개발

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고고도 장기체공(HALE, High Altitude

Long Endurance)을 위해서는 태양전지(Solar

Cell)를 이용한 전기동력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동력 무인항공기를 개발

중에 있다. 주익 Span 10 m급인 EAV-2H(Fig. 1)

를 개발하여 저고도에서 25시간 연속 비행에 성공

하였다. 현재는 성층권에서 장기체공이 가능한 전

기동력무인기 EAV-3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장기체공을 위해서는 주익의 세장비(Aspect

Ratio)를 높여 양항비를 향상시켜 운항효율을 증

가시켜야 한다. 또한 기체 구조를 경량화하여 운

항에 필요한 동력효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일반적

으로, 장기체공 무인기에는 주익 구조의 경량화를

위하여 복합재로 제작된 Spar와 얇은 고분자 필

름으로 주익의 표피를 구성한다. 특히, 주익 구조

에서 가장 중요한 하중부재인 Spar는 주익에 발

생되는 공력 및 관성 하중을 지지하므로 구조건전

성 확보가 필수적이고, 구조 중량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경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2, 3]. 장기

체공 무인기의 Spar는 채널(Channel)의 단면을 갖

는 빔(Beam), 혹은 원형 단면을 갖는 중공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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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으로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주익 표피(Skin)

가 박막 필름인 경우 주익에 작용하는 비틀림 하

중을 지지할 수 없으므로 굽힘 강성 및 비틀림 강

성이 모두 우수한 중공 봉이 주로 사용된다. 중공

봉 Spar는 높은 세장비 주익에 장착되고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길이를 증가시키고 단면 두께

를 감소되어야 한다[2]. 그러나, 단면이 얇고 종횡

비가 높은 구조물은 비선형 파괴가 유발될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 건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높은 종횡비를 갖는 복합재 Spar에 대한 비선형

적 구조 거동 및 건전성 검증 방법에 대한 해외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Fig. 1 Electric Powered UAV - EAV-2H

본 논문에서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주익

의 경량 복합재 중공 봉 Spar의 구조건전성 검증

과정 확립을 위하여 2가지 형상의 Spar에 대한

정적 구조시험을 수행하고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복합재 중공 봉 Spar의 구조적 특성을 예

측하기 위하여 비선형 해석 기법이 적용된 구조

해석 과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구조시험 결과

와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장기체공무인기주익 Spar 형상 및구성

Fig. 2와 같이 박막 외피를 갖는 경량 주익의

Spar로는 비틀림 강성 및 굽힘 강성이 우수한 중

공 봉이 사용된다. 높은 세장비를 갖는 주익은

비틀림 하중보다 굽힘 하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가되므로, 비틀림 강성보다 굽힘 강성에 우수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Spar는 비틀림 강성이 확보되는

최소한의 두께로 원형 단면을 구성하였다. 그리

고 굽힘 강성은 중공 봉의 상하면에 일방향

Carbon-Epoxy 복합재료 보강 캡(Cap)을 부착하

여 확보하고자 하였다(Fig. 3).

Fig. 2 Light weight main wing structure

Fig. 3 Section shape of the spar

(a)

(b)

Fig. 4 Configuration of the spar: (a) Spar A;

(b) Spar B

본 연구에서는 구조 건전성 확보 및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2가지

Spar 형상을 제시하였다. Spar A는 중공 봉 형

태로 뒤틀림에 강건하도록 직물형 Carbon-Epoxy

복합재료를 [45/-45]로 적층하였다. 굽힘 보강 캡

은 일방향 Carbon-Epoxy 복합재료로 적층되었

다. 상대적으로 낮은 하중이 인가되는 Outboard

Spar는 Spar의 직경과 보강 캡의 두께를 순차적

으로 감소시켜 중량이 감량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Spar B는 표면의 국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A 형상 대비 직물형 Carbon-Epoxy 복합

재료를 원주 전체에 대해 0도 방향으로 4장 추가

적층하였다. 추가 적층으로 인한 두께 증가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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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 125NS WSK3K

Material
Carbon-Epoxy

UD Composite

Carbon-Epoxy

Fabric Composite

Thickness 0.114 mm 0.19 mm

Properties 　 Unit 　 Unit

ε11 0.0151 　 0.0105 　

E11 138406 (Mpa) 66780 (Mpa)

v12 0.28 　 0.055 　

ε22 0.005 　 0.0111 　

E22 9208 (Mpa) 70805 (Mpa)

ε12 0.05 　 0.05 　

G12 4368 (Mpa) 4765 (Mpa)

형상 대비 굽힘 강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캡은

1방향 굽힘 강성을 감소시키고 2방향 강성을 증

가시키기 위해 일방향 Carbon-Epoxy 복합재료 4

장과 직물형 Carbon-Epoxy 복합재료 2장으로 변

경되었다. Spar B는 추가된 복합재료 적층으로

인해 중량이 Spar A 대비 85% 증가하였다.

한편, Table 1에는 Spar A 및 Spar B 제작에

사용된 일방향 Carbon-Epoxy 복합재료(CP

125NS, TB Carbon Co., Ltd., Korea) 및 직물

Carbon-Epoxy 복합재료(WSK3K, TB Carbon

Co., Ltd., Korea)에 대한 기계적 물성을 나타내

었다.

Table 1. Properties of carbon/epoxy composite

2.2 장기체공무인기주익 Spar 정적구조시험

Spar 형상 및 구성에 따른 구조적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정적 구조시험을 수행하였다. 구

조시험 조건은 주익에 최대 굽힘을 야기하는 돌

풍하중 조건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설계에 적용

된 돌풍하중배수는 3.9이며 Fig. 5와 같이 시험

하중은 설계 하중 대비 2% 이내로 일치되도록

산출되었다. 시험하중은 추(Dead Weight)를 이용

해 단계적으로 하중을 부가하였다. 하중 부가에

따른 Spar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변형율 게이지(Strain Gage)를 Spar의 상하

면과 측면에 부착되었다. 변형율 게이지 부착 위

치는 Spar A 및 Spar B 각각에 대해 최대 변형

율이 발생되는 위치(S01~S03, S06~S08)로 선정되

었다. 한편, 목표하중 하에서 Spar의 변위가 크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Spar는 5,000 mm 높이의

강재(Steel) H형 프레임에 설치되었다.

Fig. 5 Bending moment diagram for the spar

(a)

(b)

Fig. 6 Strain gages on the spar: (a) location of the

gage; (b) installed gage on the spar A

Fig. 7 Installation for the static test of the spar

Spar A는 Fig. 8과 같이 구조시험 도중 150%

하중(목표하중 : 400%)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다.

Fig. 9에는 Spar A에 대해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

발생된 변형율을 도시하였다. 대부분의 변형율

게이지에서 시험 하중 증가에 따라 비선형적인

변형율 증가가 관찰되었다. 특히, Cap의 90방향

으로 부착된 게이지(S01-2, S02-2)와 Spar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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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게이지(S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선형

적 거동이 발생되었다. 파손 양상 및 변형율 결

과에서 유추하였을 때, Spar의 파손은 얇은 측면

에서의 국부 좌굴(Buckling)이 원인이라 판단된

다. 좌굴로 인한 Spar 단면 형상 변화로 단면 관

성 모멘트가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Spar 상하면

의 굽힘 변형율이 급격히 커져 최종적으로 파손

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Failure of the Spar A during the test

Fig. 9 Strain in the Spar A during the test

Spar B에 대해 동일한 하중을 인가하여 정적

구조시험을 수행하였다. 측면 두께가 보강된

Spar B는 Spar A와 달리 Fig. 10과 같이 목표하

중인 400% 하중까지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Fig. 11에는 Spar B에 대해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 발생된 변형율을 도시하였다. Spar A와 달리

Spar B는 측면 두께가 증가하여 국부 좌굴 발생

이 억제되므로, 비선형적인 변형율 증가가 억제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Static test for the Spar B

Fig. 11 Strain in the Spar B during the test

2.3 장기체공 무인기 주익 Spar 비선형 해석

Spar A 및 Spar B의 구조 특성을 분석하고 정적

구조시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구축한 모델에는

20868개의 2-D Shell 요소(Element)가 사용되었다.

Fig. 12에는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었다. Spar모델에 대한 정적 시험하중은

RBE3요소를 이용하여 부과하였다. 본 모델에 대

하여 MSC/NASTRAN MARC의 비선형 해석 코

드(Sol 600)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에는 기하하적 비선형만 고려되었으며, 하중

방향은 Spar의 처짐에 관계없이 일정한 방향(중

력방향)을 유지하도록 설정되었다.

Fig. 12 FE model for the spar

한편, 좌굴 발생에 따른 Spar A의 측면 강성

저하를 모사하기 위하여 측면 영역에 적용된 복

합재의 해석 물성은 Table 1의 수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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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의 Knock-down Factor가 적용되었다.

캡은 95%의 Knock-down Factor가 적용되었다.

Fig. 13에는 157%의 하중 인가 시 발생된 Spar

A의 변형을 나타내었다. Spar A의 해석 모델은

Fig 8과 같은 파손 위치에서 과도한 단면의 변화

가 발생되었다. Fig. 14 및 15에는 변형율 게이지

S01~S03과 동일한 위치에서의 변형율 해석 결과

를 도시하였다. 비선형 해석 결과는 시험 결과와

유사하나, 선형 해석 결과는 시험 결과와 큰 차이

를 보였다. 특히, 게이지 S03의 선형 해석 변형율

은 하중 증가에 따른 변형율 증가가 거의 없었지

만, 비선형 해석 변형율은 시험 결과와 유사하게

하중 증가에 따른 비선형적 증가가 발생되었다.

측면 강성 Knock-down Factor가 감소할수록 각

변형율의 비선형성이 증가하고 해석결과와 시험결

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면 강

성 Knock-down Factor가 45%일 때 해석 및 시험

결과는 10% 이내로 일치하였다. 또한 측면 강성

Knock-down Factor가 45%일 때 157% 하중에서

각 변형율 해석값이 발산하였으며, 이는 Spar A

가 파손된 시점인 150% 하중과 유사하였다.

Fig. 13 Deformation of the Spar A when the

load of 157% was applied

(a)

(b)

Fig. 14 Non-linear analysis result of the Spar A:

(a) strain at gage S01-1; (b) strain at gage S01-2

(a)

(b)

Fig. 15 Non-linear analysis result of the
Spar A: (a) strain at gage S02-1 and S02-2;

(b) strain at gage S03

Spar A의 비선형 해석과 마찬가지로 Spar B에 대

해 측면 영역의 복합재 해석 물성을 55%~90%로

Knock-down하여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캡에는

95%의 Knock-down Factor가 적용되었다. Fig. 16 및

17에는 Spar B에 하중을 인가하였을 때, 변형율 게이

지 S06~S08 위치에서의 변형율 해석 결과를 도시하

였다. Spar B의 해석에서는 400%의 하중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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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값의 발산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Knock-down

Factor가 감소할수록 낮은 하중에서 해석값의 발산이

발생되었다. Spar A의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측면

강성 Knock-down Factor가 감소할수록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Spar A와 달리 Spar

B는 측면 강성 Knock-down Factor가 55%일 때 해

석 및 시험결과가 10%이내로 일치하였다. 이는 Spar

B의 측면 두께 보강에 따른 국부 좌굴이 억제되어

Spar A에 비해 상대적으로 측면 강성 저하가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a)

(b)

Fig. 16 Non-linear analysis result of the Spar B at

gage S08: (a) under 1000% Load; (b) under 450% Load

(a)

(b)

Fig. 17 Non-linear analysis result of the
Spar B: (a) strain at gage S06-1 and S06-2;

(b) strain at gage S07-1 and S07-2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주익

의 복합재 중공 봉 Spar에 대한 정적 구조시험

및 비선형 구조해석 기법을 적용한 해석 과정을

기술하였다. 정적 구조시험을 통해 중공 봉의 형

상 및 구성에 따른 Spar의 비선형적 구조 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선형

해석 과정은 복합재 중공 봉 Spar의 비선형적 구

조 거동을 10% 이내로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

기 경량 주익 제작 및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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