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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인기의 주요 역할은 인공위성보다 낮은 고도

에서 인명손실의 위험없이 원하는 지역을 관측하

거나 통신 중계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무

인기 요구성능이 강화되어 성층권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장시간 비행하면서 많은 정보와 정밀

한 관측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의 무인기는 단시간 신속한 임무 수행은 가능

하지만, 성층권 상공의 극한환경에서 수일 동안 

안정적으로 체공하면서 다량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무인기가 고도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탑

재장비의 정밀화와 대형화는 물론, 경량이면서  

극한환경에서도 구조물의 파손에 대한 건전성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기체구조의 개발이 필수적

이다. 장기체공무인기 연구는 영국 Qinetiq사의 

Zephyr가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1], 국내에서

도 장기체공 전기동력무인기에 대한 연구가 성공

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2]. 최근에는, 고고도 장

기체공 무인기 주익 스파(spar) 비선형 구조해석 

연구[3], 경량 주익 스파 설계 연구[4], 유연구조

물에 적용되는 복합재 원형 스파(spar) 해석기법 

연구[5], 마일러 필름을 적용한 유연날개 해석기

법 연구[6,7] 등 장기체공 무인기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층권 환경에서 장시간 운용을 

목표로 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용 기체구조

의 경량화를 위해 하중해석을 통해 선정된 임계

하중을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동체와 

미익부의 취약부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최소 안

전여유를 확보하고 경량화를 위해 수행된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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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에 따른 중량감소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에 적용 가

능한 경량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성층권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무인기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Ⅱ. 본 론

1.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구조해석 모델

1.1 동체 및 미익부 유한요소 모델

Fig.1은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의 기체구조 

형상이다. 총 요소수는 45,014개, 총 절점수는 

41,471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체구조 제작에는 국

내개발 T-800급 복합재가 사용되었고, 구조해석

은 고전복합재이론(Classical Laminate Theory,

CLT), 파손기준은 최대변형율 이론을 적용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체 모델에서 동체와 미익

부에 대한 강도 및 좌굴해석 결과를 통해 구조경

량화를 수행하였다.

Fig.2는 동체와 미익부 유한요소 모델이다. 총 

요소수는 22,882개이며, 동체/미익부 조립체 총 

중량은 17.83kg이다. 각 영역별로, 동체 초기중량

은 14.20kg, 수평미익(Horizontal Tail, HT)은 

2.18kg, 수직미익(Vertical Tail, VT)은 1.45kg이

다. 수평미익의 엘리베이터(Elevator)와 수직미익

의 러더(Rudder) 구동을 위한 엑츄에이터

(actuator)는 RBE2와 bar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

링하였다. 수평/수직미익에 적용된 엑츄에이터의 

유한요소 모델링은 Fig.3에 나타내었으며, Table

1은 각 부품별 요소수와 초기 중량을 정리한 것

이다.

Fig.1. Finite Element Model of HALE UAV

Fig.2. Finite Element Model of Fuselage
and Empennage

(a) Elevator Actuator of

HT

(b) Rudder Actuator of

VT

Fig.3. Finite Element Model of Actuator in
Empennage

Fuselage HT VT Sum

Element No. 15,029 4,913 3,461 24,403

Weight(kg) 14.20 2.17 1.45 17.83

Table 1. Element Number and Initial Weight
of Fuselage and Empennage

1.2 동체 구조

동체는 프레임(frame), 스킨(skin), 론저론

(longeron)으로 이뤄진다. 프레임은 7개(#10, #30,

#50, #100, #105, #110, #200)로 구성되어 있고

(Fig.4), 스킨은 17개 구역으로 분리하였으며

(Fig.5), 론저론은 5개 부재(A∼E)로 구성되어 있

다(Fig.6). 붐(boom)의 단면은 원형으로 설계되어 

있고, 수평미익과의 체결을 위해 끝단에 체결 피

팅(fitting)이 부착된다(Fig.7). Table 2∼3은 동체 

각 부재의 초기 적층구조(lay-up pattern)를 정리

한 것이다.



한국항공운항학회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동체 및 미익부 구조 해석 37

Fig.4. Arrangement of Frames in Fuselage

Fig.5. Skin Area in Fuselage

Fig.6. Arrangement of Longerons in
Fuselage

(a) Boom

(b) Boom Fitting

Fig.7. Boom and Fitting in Fuselage

1.3 수평미익 구조

수평미익의 주구조물은 전방/후방 스파(spar), 리

브(rib), 엘리베이터 스파와 리브로 구성된다. 에어

포일(airfoil) 형상유지를 위한 전방 리딩에지

(leading edge, LE)가 설치되고, 엘리베이터 구동을 

위한 엑츄레에이터가 좌/우측 조종면 사이에 설치

된다. 수평미익 각 부재의 명칭과 위치를 Fig.8에 

나타내었고, 초기 적층구조는 Table 4와 같다.

Lay-up Pattern

Frame #10 (45/-45/90/0)s

Frame #30
Web : (45/-45/foam(6t)/-45/45)

Flange : (45/-45)s

Frame #50
Web : (45/-45/foam(6t)/-45/45)

Flange : (45/-45)s

Frame #100 (45/-45/90/0)s

Frame #105 (45/-45/90/0)s

Frame #110 (45/-45/foam(6t)/-45/45)

Frame #200 (45/-45/foam(6t)/-45/45)

Longeron A~E (45/-45/0/90/0)s

Boom (45/-45/90/0)s

Boom Fitting (45/-45/0/90/-45/45)s

Table 2. Initial Lay-up Pattern of Frame,
Longeron, Boom in Fuselage

Lay-up Pattern

Skin #1 (45/-45/0/90/0/foam(6t)/0/9/0/-45/45)

Skin #2
(45/-45/0/90/0/0/0/90/0/0/0/foam(6t)/0/

0/0/90/0/0/0/90/0/-45/45)

Skin #3
(45/-45/0/90/0/0/0/90/0/0/0/foam(6t)/0/

0/0/90/0/0/0/90/0/-45/45)

Skin #4~#5 (45/-45/0/90/0/90/0)s

Skin #5 (45/-45/0/90/0/90/0)s

Skin #6 (45/-45/0/90/0)s

Skin #7~#11 (45/-45/0/90/0/foam(6t)/0/90/0/-45/45)

Skin #12 (45/-45/0/90/0/0)s

Skin #13~#17 (45/-45/0/90/0)s

Table 3. Initial Lay-up Pattern of Skin Area
in Fuse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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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Finite Element Model of HT

※(0/90): micro glass fabric

1.4 수직미익 구조

수직미익의 주구조물은 전방/후방 스파, 리브,

러더 스파와 러더 리브로 구성된다. 붐과의 체결

을 위해 붐 커넥터(connector)가 연결되고, 러더 

구동을 위한 엑츄에이터가 수직미익 리브와 조정

면 리브사이에 설치된다. 수직미익 각 부재의 명

칭과 위치가 Fig.9에 주어져 있으며, 초기 적층구

조는 Table 5와 같다.

Fig.9. Finite Element Model of VT

※(0/90): micro glass fabric

2. 구조해석 하중조건

구조사이징을 위해서는 비행체에 작용하는 임

계하중 정보를 구해야 한다. 비행 하중해석 결과

로 부터, 동체부 임계하중은 2cases (L07M45/

L48M45)로 확인되었고, 수평미익 임계하중은 

2cases(L20M45/L56M45), 수직미익 임계하중은 

2cases(L47M45/L48M45)로 선정되었다. 또한, 동

체와 미익부에 작용하는 착륙하중을 구조해석 조

건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체 착륙하중은 

기체중량(150kg)이 스키드(skid, 착륙장치) 장착

부(프레임 #50 과 프레임 #100)에 작용하는 조건

인데, 최악의 착륙상황을 고려하여 프레임 #50과 

프레임 #100에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수직미익 하단부에 장착되는 

스키드 설계하중은 5.00kg이다. 동체/미익부/착

륙하중 관련 임계하중과 각 하중에 대한 설명을 

Fig.10∼Fig.13과 같다.

Lay-up Pattern

Front Spar (45/-45/0)s

Rear Spar (45/-45/0)s

Rib 45/-45/foam(6t)/-45/45

Leading Edge ※(0/90)/balsa(0.8t)/(0/90)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Elevator

Spar (45/-45/0)s
Rib (45/-45/0)s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Fitting (45/-45/90/0)s

Table 4. Initial Lay-up Pattern of HT

Lay-up Pattern

Front Spar (45/-45/0)s

Rear Spar (45/-45)s

Rib (45/-45)s

Leading Edge ※(0/90)/balsa(0.8t)/(0/90)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Rudder

Spar (45/-45/0)s

Rib (45/-45/0/-45/45)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Connector (45/-45/90/0)s

Table 5. Initial Lay-up Pattern of VT

(a) L07M45: Gust(Positive)@VC, 45,00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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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nding Load on

Frame #50

(b) Landing Load on

Frame #100

(c) Landing Load on Empennage Skid

Fig.11. Landing Load on Fuselage and
Empennage

(a) L47M45

:Yaw(Overswing Side

Slip)@VA, 45,000ft

(b) L48M45

:Yaw(Reverse Rudder)

@VA, 45,000ft

Fig.13. Critical Load on VT(unit : N)

3. 동체/미익부 구조해석 및 사이징

임계하중 조건(동체부 2cases, 수평미익 2

cases, 수직미익 2 cases, 착륙하중 3 cases)에 대

해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load factor 1.3을 적

용하여 강도해석과 좌굴해석을 수행하였고, 구조

해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동체와 미익부에 대한 

구조 사이징을 수행하였다.

3.1 동체

동체 임계하중들 중에서 L07M45와 동체 착륙

하중(on frame #50)이 구조적으로 가장 위험하중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중조건 L07M45에 의해 

스킨, 프레임, 론저론에서의 최소 안전여유를 계

산한 결과, 스킨의 최소 안전여유는 2.08, 프레임

은 0.40, 론저론은 1.73으로 계산되었으며, 프레임

에서 최소 안전여유가 발생하는 부재는 프레임 

#50으로 파악되었다. 동체 착륙하중(on frame

#50)에서도 프레임 #50에서 최소 안전여유 0.7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좌굴해석에서는 강도해석과 동일하게 L07M45

이 가장 위험하중으로 파악되었는데, 취약 부위

(b) L48M45: Yaw(Reverse Rudder)@VA, 45,000ft

Fig.10. Critical Load on Fuselage(unit : N)

(a) L20M45: HT Gust(Negative)@VD, 45,000ft

(b) L56M45: Symmetric Pull-up@VD, 45,000ft

Fig.12. Critical Load on HT(uni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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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론저론이며 최소 안전여유는 0.16으로 계산되

었다. 동체 착륙하중(on frame #100)에 대한 좌

굴해석에서는 최소 안전여유 0.21을 갖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Fig.14는 동체하중 조건 중 가장 위험하

중으로 확인된 L07M45/동체착륙하중(on Frame

#50)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이며, Table 6은 동체 

각 부위에 대해 강도해석과 좌굴해석으로 파악된 

최소 안전여유를 정리한 결과이다.

(a) by L07M45: Gust(Positive)@VC,

45,000ft(Max. strain 4.08e-3)

(b) by Landing Load on Frame #50(Max.strain

2.44e-3)

Fig.14. Strain Analysis of Fuselage by
Critical Load

Frame Longeron Skin

Critical Load
Landing

Load
L07M45

Landing

Load

Static Margin

of

Safety

0.4 1.7 2.08

Buckling 0.24 0.16 0.21

Table 6. Margin of Safety in Fuselage

3.2 미익부

수평미익의 임계하중 조건 중에서 L56M45가 

가장 위험하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L56M45 하

중에 의한 최소 안전여유는 수평미익 전방스파에

서 1.7로 계산되었고, 수평미익 앞전(leading

edge)/뒷전(trailing edge)은 2.2/5.17, 수평미익 

후방 스파/리브는 6.19/11.58, 엘리베이터 스파/

리브는 8.58/23.63의 강도마진을 갖는 것으로 계

산되었다. 좌굴해석에 대해서는 L20M45(HT

Gust(Negative) @Vd, 45,000ft)이 가장 위험하중

하며, 취약 부위는 수평미익 스파로 최소 안전률 

2.6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계하중 

L56M45에 의한 수평미익 구조해석 결과가 

Fig.15와 같다.

수직미익 임계하중은 수직미익부에만 제한적으

로 영향을 주고, 동체와 수평미익부에는 거의 영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위험하

중 조건은 L47M45이며 최소 강도마진은 수직미

익 앞전에서 0.7로 계산되었다. 또한, 좌굴해석에 

대해서는 미익 착륙하중에 의해 3.7의 최소 안전

여유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임계하중 

L47M48에 의한 수직미익 구조해석 결과가 

Fig.16에 주어져 있으며, 강도 및 좌굴해석로 계

산된 미익부 안전여유를 Table 7과 같다.

Fig.15. Strain Analysis of HT by Critical
Load (L56M45: Symmetric
Pull-up@VD, 45,000ft)

Fig.16. Strain Analysis of VT by Critical
Load (L47M45: Yaw (Overswing Side
Slip)@VA, 45,000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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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VT

Critical Load L56M45 L47M45

Static
Margin

of

Safety

1.7

@ HT front spar

0.7

@ VT LE

Buckling
2.6

@ L20M45

3.7

@ empennage

landing load

Table 7. Margin of Safety in Empennage

3.3 구조 사이징

4.1과 4.2의 강도 및 좌굴해석 결과로 부터, 구

조 사이징에 의해 동체부와 미익부의 구조 건전

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조 사이

징 결과, 동체/미익부 총중량은 13.83kg(유한요

소 모델 기준)으로 초기 중량(17.83kg) 대비 

4.00kg 경량화 되었다. Table 8∼Table 11은 사이

징 결과에 따라 동체 및 미익부 주요 부재의 최

종 적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0/90): micro glass fabric

Lay-up Pattern

Frame #10 (45/-45/90/0)s

Frame #30
Web: (45/-45/balsa(2t)/-45/45)

Flange: (45/-45/balsa(2t)/-45/45)

Frame #50

Web: (45/-45/0/0/balsa(1t)/0/0/-45/45)

Flange: (45/-45/balsa(1t)/-45/45)

Flange Landing Area

: (45/-45/0/0/90/0/0/90/0)s

Frame #100

Web/Flange

: (45/-45/0/90/core(1t)/90/0/-45/45)

Flange Landing Area

: (45/-45/0/90/0/0/0/45/-45/0)s

Frame #105
Web:(45/-45/0/90/core(1t)/90/0/-45/45)

Flange: (45/-45/90/0)s

Frame #110 (45/-45/foam(3t)/-45/45)
Frame #200 (45/-45/foam(3t)/-45/45)

Longeron A,C (45/-45/0/90/0)s

Longeron B (45/-45/0/0/90/0/0)s

Longeron D (45/-45/0/90/0/0)s

Longeron E

(45/-45/0/90/0)s

Landing Area

: (45/-45/0/90/0/90/0/90)s

Boom (45/-45/90/0)s

Boom Fitting (45/-45/0/90/-45/45)s

Table 8. Lay-up Pattern of Frame, Longeron,
Boom in Fuselage by Sizing Result

Lay-up Pattern

Skin #1~#2 (45/-45/0/balsa(0.8)/0/-45/45)

Skin #3 (45/-45/0/balsa(1.0)/0/-45/45)

Skin #4~#5 (45/-45/0/balsa(0.8)/0/-45/45)

Skin #6 (45/-45/0/balsa(2.0)/0/-45/45)

Skin #7~#12 (45/-45/0/balsa(0.8)/0/-45/45)

Skin #13 (45/-45/0)s

Skin #14~#15 (45/-45/0/balsa(0.8)/0/-45/45)

Skin #16 (45/-45/0/balsa(1.0)/0/-45/45)

Skin #17 (45/-45/0/balsa(0.8)/0/-45/45)

Table 9. Lay-up Pattern of Skin Area in
Fuselage by Sizing Result

Lay-up Pattern

Front Spar (0/0/45/-45/-45/45)

Rear Spar (45/-45/0/0)s

Rib

(0/90/0/foam(6t)/0/90/0)

End Rib:

(0/0/90/0/foam(6t)/0/90/0/0)

Leading Edge ※(0/90)/balsa(0.8t)/(0/90)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Elevator

Spar

(0/45/-45/balsa(0.8t)/-45/45/0)

Area of Elevator Rib #10~#20

: (0/45/-45/0/balsa(0.8t)/0/-45/45/0)

Rib

(45/-45/foam(6t)/-45/45)

Actuator Rib

: (45/-45/0/90/foam(6t)/90/0/-45/45)

Trailing

Edge
※(0/90)/balsa(0.8t)/(0/90)

Fitting

Elevator

:(45/-45/90/0/0/0/0/90/-45/45)

Boom: (45/-45/90/0)s

Table 10. Lay-up Pattern in HT by Sizing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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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micro glass fabric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성층권 장기체공 무인기용 기체 

구조의 동체 및 미익부에 대한 강도 및 좌굴해석

을 통해 구조 사이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동체: 최소 안전여유를 갖는 임계하중은 

L07M45(Gust(Positive)@VC, 45,000ft)이며, 강도 

최소안전여유는 0.4@frame #50, 좌굴 최소안전

여유는 0.16@longeron 으로 파악됨.

- 수평미익: 최소 안전여유를 갖는 임계하중은 

L56M45(Symmetric Pull-up@VD, 45,000ft)이며 

강도 최소안전여유는 1.7@HT front spar, 좌굴 

최소안전여유는 L20M45(HT Gust (Negative)

@VD, 45,000ft)에서 2.6으로 파악됨.

- 수직미익: 최소 안전여유를 갖는 임계하중은 

L47M45(Yaw(Overswing Side Slip)@VA,

45,000ft)이며, 강도 최소안전여유는 0.7@VT

LE, 좌굴 최소안전여유는 empennage landing

load에서 3.7로 파악됨.

구조 사이징 결과로 동체/미익부 초기 중량 

17.83kg은 13.83kg(유한요소 모델 기준)으로 초기 

중량 대비 4.00kg 경량화 되었으며, 강도해석 및 

좌굴해석을 통하여 개발 진행 중인 고고도 장기

체공 무인기의 구조 건전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해당 기체구조에 대한 정적하중시험과 지상진동

시험을 수행하여 구조해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개발에서 목표로 하는 

무인기 경량화 기술의 확보를 통해 성층권과 같

은 극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무인기 운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확보되는 초경량 

유연복합재 비행체 설계 및 구조해석 기법은 향

후 다양한 경량 및 장기체공 무인비행체 구조 개

발에 적용 가능하여 국내 무인기 개발 경쟁력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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