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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craft should be equipped with various external stores for mission performance. Since these external 
stores may cause structural instability of aircraft,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between the aircraft and the 
external stores is required. For this purpose, an aircraft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reflecting an external 
store was performed, and the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analysis of aircraft dynamic characteristics should 
simul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component as accurately as possible while using a minimum of 
the nodes and elements. In this study, a stick model was constructed for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external fuel tank and installation pylon using MSC Patran/Nastran. For the calculation of the equivalent 
stiffness of the stick model, a simple beam theory was applied to construct the stick model of each part, and 
the validity of each stick models was confirmed by mode comparison with the fine model. Additionally, the 
model analysis of the stick model assembly, simulating a pylon equipped with an external fuel tank was 
performed to confirm that the basic modes required for the analysis of aircraft dynamic characteristics are 
well extracted.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developed stick model assembly could be used for analysis 
of aircraft dynamic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the errors in modes between the fine model assembly and 
the stick model assembly.

초초    록록

항공기는 임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외부 장착물을 장착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 장착물은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 불안정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와 외부 장착물 간의 영향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부 장착물을 반영한 항공기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게 되는데, 항공기 동특성 해
석용 유한요소 모델은 최소의 절점과 요소를 사용하면서도 해당 구성품의 동특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MSC Patran/Nastran을 사용하여 외부 연료탱크와 장착 파일런의 
동특성 해석용 스틱모델을 구축하였다. 등가 강도 계산을 위해 간단한 빔 이론을 적용하여 각 부품의 
스틱모델을 구축하고 상세모델과의 모드 비교를 통해 생성된 스틱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외부 연료탱크가 장착된 파일런의 스틱모델 조립체의 모달해석을 수행하여 항공기 동특성 해석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 모드들이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상세모델 조립체와 스틱모델 조립체 
간 모드들의 오차를 비교하여 구축된 스틱모델 조립체가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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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서        론론

  항공기는 임무 수행을 위해 다양한 외부 장착물을 

장착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외부 장착물은 항공

기의 비행 안정성을 저하시키거나 비행성능을 감소시

킬 수 있고, 구조적인 파손으로 인해 항공기의 생존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항공기와 외부 

장착물 간의 영향성 평가를 위해 외부 장착물을 반영

하여 항공기 동특성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1-10].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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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의 동특성 해석은 스틱모델(Stick Model)을 사용하

는데, 이 스틱모델은 최소한의 절점과 요소로 구성되

면서도 해당 구성품의 주요 동특성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항공기 모델과 결합되어서는 항공기

에서의 동적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빔 이론을 적용하여 외부연료탱크

(EFT; External Fuel Tank)와 파일런(Pylon)의 등가 강도

값들을 계산하였고 MSC Patran/Nastran(2017)을 사용하

여 각 부품들의 스틱모델들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각 

부품들의 스틱모델은 유한요소 상세모델(Fine Model)에

서 계산된 1차 모드와의 비교를 통해 스틱모델의 적합

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적합성이 확인된 각 부품별 

스틱모델을 스프링 요소와 MPC(multi-point constraints)

로 연결하여 외부연료탱크가 장착된 파일런을 모사하

는 스틱모델 조립체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스틱모델 

조립체가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요우(yaw) 모드, 롤(roll) 모드, 피치(pitch) 모드를 잘 

모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생성된 

스틱모델 조립체의 모달해석을 수행하여 요구되는 기

본 모드들이 잘 표현되는지 확인하였고, 최종적으로, 

상세모델 조립체와 스틱모델 조립체 간 모드들의 오차 

비교를 통해 구축한 스틱모델 조립체가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본본        론론

2.1 상상세세모모델델과과  스스틱틱모모델델

  Figure 1은 외부연료탱크와 파일런 조립체의 상세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BRU(Bomb Rack Unit)는 

파일런 내부에 장착되어서 외부연료탱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Figure 1은 각 부품의 스틱모델에 사용된 

절점과 요소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빔요소를 사

용하여 절점을 연결하였으며, 질량효과를 반영하기 위

해 0D요소를 사용하여 각 부품의 질량, CG(center of 

gravity), CG 옵셋(offset), MOI(moment of inertia) 정보

를 입력하였다. 그리고, 각 부품의 스틱모델들은 동특

성 해석을 위한 모드조건을 고려하여 스프링요소, 

MPC 방법 등을 사용하여 연결하였는데, EFT-BRU 연

결부와 BRU-Pylon 연결부에는 RBAR와 회전 방향별 

스프링요소가 적용되었고, BRU 일부영역에도 RBAR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RBE3는 파일런의 질량특성 반영

을 위해 적용되었다.

Fig. 1 Configuration of EFT and Pylon 

22..22  스스틱틱모모델델  생생성성

  각 부품의 스틱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등가 

축강도(EA), 등가 굽힘강도(EI), 등가 

비틀림강도(GJ)들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간단한 

빔 이론을 사용하여 대략적인 등가 강도값들을 계산한 

후 초기 스틱모델을 생성한다. 여기서, E는 탄성계수, 

G는 전단탄성계수, I는 관성모멘트, J는 비틀림상수, 

A는 단면적을 의미한다. 

  Figure 2는 외부연료탱크의 등가 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외팔보로 

가정하여 경계조건과 하중을 부과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과되는 하중은 끝단부에 Fx, Fy, Fz, Mx

방향으로 단위하중을 가한다. 파일런과 BRU 도 

동일한 방식으로 경계조건과 하중을 부과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Table 1은 구조해석을 통해 

계산된 외부연료탱크, 파일런 그리고 BRU 끝단에서의 

각 방향의 변형량을 정리한 결과이다. 

구조해석으로부터 계산된 Table 1의 변형량을 Eq.(1)의 

빔 이론식에 대입하여 등가 강도값들을 계산한다. 

여기서, L은 구성품의 길이, △d는 변형량(처짐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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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tic analysis of EFT by unit load 

Load 
condition

EFT Pylon BRU

△dx(mm) Fx = 1 1.19E-05 8.75E-06 3.46E-05

△dy(mm) Fy = 1 7.74E-03 3.34E-03 1.58E-03

△dz(mm) Fz = 1 7.72E-03 7.28E-04 2.15E-04

ⴱx(rad) Mx = 1 1.31E-09 2.80E-09 3.46E-05

Table 1 Deformation at the tip of each component by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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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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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에 계산된 등가 강도값을 적용하여 스틱모델을 생

성하고 모달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상세

모델 결과와 오차를 보이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

세모델에서 나타나는 모드형상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그 원인으로 해석모델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계산

하지 않으면 등가 강도값은 오차를 포함할 수 밖에 없

고, 상세모델에서는 스틱모델에서 파악할 수 없는 국

부모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스틱

모델에서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중요 모드형상과 주

파수에 대해 상세모델과 비교하면서 원하는 수준의 오

차로 맞추기 위해 스틱모델의 등가 강도값들을 수정하

는 작업을 몇 차례 수행해야 한다. 참고로, 항공기 운

용 중 랜덤진동 환경에서 외부장착물의 응답은 1차 모

드가 지배적이라는 것은 steinberg의 연구결과에 의해 

알려졌다[11].

  Table 2는 Eq.(1)을 통해 계산된 각 부품별 초기 등

가 강도값들과 상세모델 1차 고유주파수와의 오차를 

1% 수준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튜닝된 등가 강도값이

다. 외부연료탱크의 경우는 초기 등가 강도값은 섹션

을 구별하지 않았으나, 외부연료탱크 전방과 후방

(sec_01), 중앙 영역(sec_02)의 등가 강도 차이가 큰 것

으로 판단되어 전방/후방 섹션, 중앙 섹션으로 구분하

여 튜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튜닝된 등가 강도값

들을 반영한 각 부품별 스틱모델과 상세모델의 1차 고

유주파수 비교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Item EA EI11 EI22 GJ

EFT

Initial value 4.5☓108 6.8☓1012 5.4☓1012 4.1☓1012

tuning
sec_01 3.9☓108 3.5☓1012 3.5☓1012 7.1☓1012

sec_02 4.2☓108 9.3☓1013 9.3☓1013 5.2☓1013

PYLON
Initial value 2.6☓108 5.6☓1012 1.2☓1012 8.2☓1011

tuning 3.2☓108 3.5☓1012 4.8☓1011 1.5☓1012

BRU
Initial value 1.7☓107 3.4☓1011 8.2☓1010 4.5☓109

tuning 1.7☓107 3.3☓1011 1.1☓1010 5.0☓1010

Table 2 Initial stiffness value and tuned value

(unit : MPa)

Part
1st Mode Configuration

Error

(%)

Stick model Fine model

EFT 1.7

111Hz 113Hz

PYLON 0.2

99.8Hz 100Hz

BRU 0.16

184.7Hz 185Hz

Table 3 Mode comparison of fine model and stick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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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스스틱틱모모델델  연연결결  부부재재

2.2절에서 생성된 각 부품의 스틱모델을 서로 연결

하기 위해서는 연결 부재 등가 강도값들도 계산되어야 

한다. 연결부의 등가 강도값들도 스틱모델의 등가 강

도값을 계산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외부연료탱크와 파

일런 연결부재는 스틱모델과 수직방향(Fig. 1참조)으로 

배치되므로, 각 등가 강도값 계산을 위한 하중방향이 

스틱모델의 등가 강도값 계산을 위한 하중방향과는 달

라지게 된다. Figure 3은 BRU와 외부연료탱크의 연결

부재 등가 강도값 계산을 위한 각 방향 단위하중과 경

계조건을 부과한 형상이다. 그 결과로, 각 부품의 끝단

에서 발생한 변형량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변형

량을 Eq.(1)에 대입하여 연결부재_01, 연결부재_02의 

등가 강도 계산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3 Static analysis of connection bar_01 by 
unit load

Connection 
bar_01

Connection 
bar_02

△dx(mm) 9.86E-07 8.19E-07

△dy(mm) 9.46E-05 1.59E-04

△dz(mm) 3.76E-05 1.08E-04

ⴱx(rad) 9.56E-08 6.65E-10

Table 4 Deformation at the tip of each component by 

structural analysis

Item EA EI11 EI22 GJ

Connection 
bar_01

4.3☓106 1.4☓1012 1.4☓1010 1.7☓109

Connection 
bar_02

4.6☓106 5.1☓1013 2.6☓1011 7.5☓1011

Table 5 Initial stiffness value of connection bars

(unit : MPa)

22..44  스스틱틱모모델델  조조립립체체  적적합합성성  확확인인  

  Figure 4(a)는 적합성이 확인된 각 부품의 스틱모델

들을 결합하여 생성된 외부연료탱크가 장착된 파일런

을 모사하는 스틱모델 조립체이다. 

  스틱모델이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스틱모델 생성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한 주파수보

다는 롤(roll), 요우(yaw), 피치(pitch) 모드가 잘 구현되

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4(b)에서 Figure 4(d)는 모달

해석을 통하여 요구되는 기본모드들을 확인한 결과이

다. 모드해석 결과에서 1차 모드는 요우(yaw) 모드가 

발생하고, 2차 모드는 롤(roll) 모드, 3차 모드는 피치

(pitch) 모드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생성

된 스틱모델은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되기 위

해서 요구되는 기본 모드들이 잘 구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4 Mode check of assembled stick model

22..55  스스틱틱모모델델  조조립립체체  튜튜닝닝  및및  검검증증

  2.4절에서 생성된 스틱모델 조립체가 전기체 항공기

의 동특성 해석용 모델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상세모

델 조립체의 모드결과를 반영한 튜닝이 필요하다. 

  Figure 5는 상세모델의 모달해석 결과이다. Figure 

5(a)는 1차 모드로써 롤(roll) 모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32.5Hz의 고유주파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

고, Fig. 5(b)의 2차 모드는 요우(yaw) 모드이며 고유주

파수는 82.1Hz, Fig. 5(c)의 3차 모드는 피치(pitch) 모드

이고 고유주파수 95.6Hz로 계산되었다. 스틱모델 조립

체에서도 저차의 롤(roll), 요우(yaw), 피치(pitch) 모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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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상세모델과 동일한 모드 순서와 주파수가 구현

되도록 튜닝되어야 한다. 튜닝과정에서 BRU와 

EFT-BRU 연결부재들의 등가 강도, 그리고 각 부품들

간의 연결에 사용된 각 회전 방향별 스프링 요소들의 

상수값을 조정하였으며, 튜닝된 상수값들을 Table 6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이 값들은 상세모델 조

립체의 모드결과를 반영한 값들이므로 향후 지상진동

시험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추가로 튜닝이 수행되어야 

한다.

  Figure 6은 튜닝 결과를 반영한 스틱모델 조립체의 

모드해석 결과이다. 모드해석 결과에서 상세모델의 모

드순서와 동일하게 1차 모드에서는 롤(roll) 모드(Fig. 

6(a)), 2차 모드는 요우(yaw) 모드(Fig. 6(b)), 3차 모드는 

피치(pitch) 모드(Fig. 6(c))가 추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스틱모델 조립체의 모델 설정

과 각 부재들의 등가 강도값 튜닝이 적절하게 수행되

었음을 의미한다. Table 8은 상세모델 조립체와 스틱모

델 조립체의 1차 모드~3차 모드들의 주파수 오차를 비

교한 결과이다. 최대 오차는 2차 모드(요우 모드)에서 

0.97%로 계산되었는데, 이 수준의 오차는 생성된 스틱

모델 조립체가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되기 위

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em EA EI11 EI22 GJ

BRU 1.74☓107 4.61☓1012 3.01☓1013 7.53☓1015

Connecting bar 
with EFT

4.67☓1010 7.00☓1013 8.50☓1012 2.87☓1015

Table 6 Tuning for BRU part

(unit : MPa)

Connecting area DOF
Constant(kg.mm/rad)

Before After

Pylon-BRU RY 6.50☓1011 6.40☓1011

Pylon-BRU RZ 1.40☓1010 1.45☓1010

BRU-EFT RX 5.00☓108 8.50☓108

BRU-EFT RY 3.80☓1013 3.80☓1013

BRU-EFT RZ 3.60☓1011 3.60☓1011

Table 7 Tuning for Spring Elements

(a) Roll Mode(1st mode: 32.5Hz)

(b) Yaw Mode(2nd mode: 82.1Hz)

(c) Pitch Mode(3rd mode: 95.6Hz)

(d) Mixed Mode(4th mode: 114.2Hz)

Fig. 5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Fine Mode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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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ll Mode(1st mode: 32.3Hz) 

(b) Yaw Mode(2nd mode: 82.9Hz)

(c) Pitch Mode(3rd mode: 94.9Hz)

(d) Mixed Mode(4th mode: 113.6Hz)

Fig. 6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Stick Model 

Assembly

No.
Fine model Stick model Error

(%)Mode Freq.(Hz) Mode Freq.(Hz)

1st mode Roll 32.5 Roll 32.3 0.61

2nd mode Yaw 82.1 Yaw 82.9 0.97

3rd mode Pitch 95.6 Pitch 94.9 0.73

4th mode Mixed 114.2 Mixed 113.6 0.52

Table 8 Error by Comparison of Modes between Fine 

Model and Stick Model

33..  결결      론론

  본 연구에서는 동특성 해석용 외부연료탱크 및 파일

런의 스틱모델을 각각 생성하고, 각 부품의 상세모델

과의 고유주파수 비교를 통해 생성된 스틱모델의 적합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성된 스틱모델이 항공기 동

특성 해석용으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 모드들

이 잘 표현되는지 모달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최종

적으로, 상세모델 조립체의 모드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생성된 스틱모델 조립체가 롤(roll), 요우(yaw), 피치

(pitch) 모드를 잘 구현하도록 튜닝을 수행하였고, 상세

모델 조립체와 스틱모델 조립체 간 모드들의 오차 비

교를 통해 항공기 동특성 해석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RReeffeerreenncceess

[1] J.H. Lee, G.H. Ryu, S.C. Yang, J.E. Kim, D.Y. 

Jung, “Simplified finite element model building of an 

external mounting pod for structural dynamic 

characteristics analysis of an aircraft,”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vol.22, 

no.6, pp.495-501, 2012

[2] K.D. Lee, Y.S. Lee, D.Y. Lee, I.W. Kim, I.W. Lee,  

“The Prediction of Aeroelasticity of F-5 Aircraft's 

Horizontal Tail with Various Shape of External 

Stores”,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39, no.9, pp.823-831, 2011

[3] L.H. Kang, S.J. Lee, I. Lee, J.H. Han, “Flutter 

Characteristics and Active Vibration Control of 

Aircraft Wing with External Stor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vol.10, no.4, 



스틱모델을 이용한 외부연료탱크 및 파일런 동특성 해석 27

pp.73-80, 2007

[4] Ugur Hayirli, Altan Kayran, “Stick Model 

Development of Aircraft Structures for Dynamic 

Analysis”, 58th AIAA/ASCE/AHS/ASC Structures, 

Structural Dynamics and Material Conference, 

Grapevine Texas, AIAA 2017-0407, 9-13 January 

2017

[5] Mostafa S.A. Elsayed, Ramin Sedaghati, Mohammed 

Abdo, “Accurate Stick Model Development for Static 

Analysis of Complex Aircraft Wing-Box Structures”, 

AIAA Journal, vol.47, no.9, pp.2063-2075, 2009

[6] Xing Ouyang, Xiongqing Yu, Yu Wang, “Flutter 

analysis for wing structure using finite element 

modeling with equivalent stiffness”, Journal of 

Vibroengineering, vol.16, no.3, pp.1483-1493, 2014

[7] Usik Lee, Hang Lee, “Aeroelastic Analyses of 

Aircraft Wing by Using Equivalent Continuum 

Beam-Rod Model”,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vol.19 no.3, pp.615–

622, 1995

[8] Usik Lee, “Equivalent continuum beam-rod models of 

aircraft wing structures for aeroelastic analysis”, 

Dynamics Specialists Conference, Hilton Head, SC, 

USA, AIAA-94-1695-CP, 21-22 April 1994

[9] Ji-Hoon Han, “Flutter analysis of aircraft wing using 

equivalent structural model”,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master thesis, 1999

[10] Dong-Hyun Kim, Ji-Hoon Han, In Lee, Seung-Ho 

Kim, “Transonic Flutter Analysis of Aircraft Wing 

Using Equivalent Structural Model”,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Space Sciences, vol.27, 

no.1, pp.20-30, 1999 

[11] Steinberg. D.S., “Vibration Analysis for Electronic 

Equi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