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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기체 정적구조시험의 반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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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analysis on reactions which are induced in restraint system for airframe

full-scale static structural test. This system restraints 6 degrees of freedom of a test article. It is

valuable to study evaluating test error through analysis on the reactions which include all errors in

a test. It is required to calculate fistly right reactions for the evaluation. This study focuses on

calculation of the right reactions. The reaction is represented by sum of nominal reaction(Rn) and

testing error reactions(Rce, Rerr) and is analyzed by two steps (inital vs relative reaction) in this

study. It would evaluate intrinsic error at 0%DLL and error induced from applying test load,

separately. Based on analysis using test data of a full-scale static test(canard type aircraft), resultant

force of Rces and Rce_rs are distributed within 82.8N while resultant force of Rerr_rs shows to

increase upto max. 808N as load level increment. Such well distribution of the Rce within the small

range is caused from TMF values characteristics which are well distributed within –30N~40N.

Additionally, it is shown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three components(X0, Y0, Z0) of the

relative reaction(Rerr_r) that the reactions must be calculated with considering deformation of test

article to calculate correctly reactions. This study shows also that equations characterizing

deformation of components of test article are required to calculate the correct reactions, the

equations must include information which will be used to calculate movement of all loading points.

초 록

본 논문은 항공기 전기체 구조시험에서 6개 자유도를 구속하는 자세구속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반

력들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반력에는 시험의 모든 오차(제어오차와 기타시험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반력분석을 통한 시험오차를 평가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바른 반력

산출이 우선되어야 하고 바른 반력산출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본 연구에서 반력을 공칭반력(Rn)과 

시험오차반력(Rce, Rerr)의 합으로 표시할 것을 제시하였고 초기상태(0%DLL)에서 이미 내포한 시험

오차특성과 하중증분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오차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반력을 초기상태반력과 상대

반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선미익기 전기체 구조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반력분석 결

과 제어오차로 인한 반력(Rce)값은 전 하중레벨에서 크기변화가 크지 않으며, 합성력 크기가 82.8N

이내로 유지되었고, 이는 하중부가 전체널에 대한 제어오차(TMF)가 –30~40N 범위 내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상대반력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타시험오차(Rerr_r)의 합성력 크기는 하중

증분에 따라 증대되며, 그 크기도 Rce_r보다는 매우 크게 증대됨(최대치808N)을 보여주었고 바른

상대반력 산출을 위해서는 시험체 변형을 고려해야 함을 각 성분별(X0, Y0, Z0) Rerr_r 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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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기 전기체 정적구조시험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서도 다수가 발표된 바[1-4]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시험장치들의 소개, 시험프로그램 소개, 대표

적인 시험체 거동(스트레인, 변위)을 간략하게 소개하

였으나 시험결과의 정량적 특성을 분석하는 논문들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동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특성연구를 

많이 발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정우 등[5]은 선미익 항공기에 대한 전기체 정적

시험의 시험하중산출, 시험체 및 시험치구들과 장비

와 시험프로파일 등을 소개했고 측정값들인 대표적

인 측정결과로 하나의 설계제한하중(100%DLL)시험

조건(L1)에 대해 대표적인 주날개의 변위와 스트레인 

값들이 해석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것을 보였다.

심재열 등[6]은 소형항공기의 전기체 정적시험에서

시험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체, 하중부가장

치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설치의 정확도를 고

려한 설치공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

나의 극한하중시험조건(U1)에 대한 시험결과를 통하

여 하중제어오차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고 자세구속시

스템에서 유발되는 측정반력 거동이 하중증가에 대해 

선형거동들을 보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심재열[7]은 다년간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던 3개의 

전기체 정적구조시험에서 획득한 하중데이터들에 대

해 제어오차의 크기를 비교 평가하였다. 시험체간 비

교 평가를 위하여 구조체의 설계제한하중에 해당하는 

각 하중부가채널의 힘크기로 시험에서 획득한 제어오

차크기를 무차원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항공기 전기체 정적구조시험을 시험체와 시험치구

들을 포함하는 시험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시험시스템에 외력을 작용할 때, 자세구속시스템의 6

개 반력이 대응하여 유발된다. 이 반력은 시험시스템

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시험의 모든 오차

특성도 반영되어 유발되므로 반력분석을 통하여 시

험의 오차를 조사하고자 하는 시도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정우 등[5]이 소개한 선미익기 정

적구조시험의 설계제한시험 이후 진행된 극한하중시

험조건(U7)에서 획득한 시험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시

험 하중 제어오차를 분석하고 자세구속시스템의 반

력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시험 오차 평가에 중요한 바른 반력산출 방

법을 조사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주요 시험장치 소개

본 절에서는 선미익 항공기 전기체 정적시험에 대

한 시험체, 하중데이터와 관련되는 하중부가장치, 중

량보상장치, 그리고 반력이 유발되는 자세구속시스템

들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이는 참고문헌[5]의 내용을 

대부분 활용한다.

2.1.1 시험체 및 자세구속 시스템

본 항공기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날개는 

후퇴각(Sweepback)이 있고 붐으로 수직미익이 연결

되었으며, 수평꼬리날개가 동체 앞에 위치한 선미익

(Canard) 항공기이다. 시험체 중 착륙장치들과 엔진

지지부는 더미로 대체되었다(Fig. 2).

자세구속시스템은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의 장치들로 구성되어 시험체의 강체이동을 구속한

다[5]. 이 Fig. 3에는 시험기본좌표도 보여준다. 각 장

치들의 한 쪽에는 로드셀이 장착되어 시험체 더미 

착륙장치부와 엔진부에 연결되어 6개의 자세구속장

치들로 전달되는 힘을 측정한다. 각 장치의 양끝단의 

연결부 메카니즘은 일정 각도의 3방향 회전이 자유

롭도록 하여 힘만 전달되도록 한다. 더미 착륙장치들

에 체결된 3개의 Z0- 방향 구속장치들은 변위제어를 

하는 유압작동기를 사용하여(Fig. 2) 시험동안 일정 

Fig. 1. Canard type aircraft (mm)

보였다. 시험체 변형을 고려한 반력산출은 시험체에 가해지는 힘들의 작용점 이동을 산출할 수 있

는 시험체 변형특성식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였다.

Key Words : Full-Scale Static Structural Test(전기체 정적구조시험), Restraint System(자세구속 시스  

템), Reaction(반력), Control Error(제어오차), The Other Error(기타시험오차), FDBK(피  

드백), TGV(목표하중), TMF(목표하중-피드백), RMSD(Root Mean Square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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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고 연결점들의 반력은 

RZ_NLG, RZ_MLG_LH/_RH로 표시하고, 나머지 3

개는 X0-, Y0-방향 구속장치들은 보조착륙장치와 더

미 엔진부 후방에 연결되었으며, 연결점의 반력은 각

각 RY_NLG, RX_ENG, RY_ENG으로 표시하였다.

2.1.2 하중부가장치와 중량보상장치

본 시험에 사용한 대표적인 하중부가장치와 중량보

상장치는 참고문헌[5]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주날

개와 카나드는 스트랩(Strap)과 휘플트리를 동체는 패

드와 휘플트리를 사용하여 힘을 부가하였다. 중량보

상은 하중부가 유압작동기를 이용한 것과 변위가 상

대적으로 적은 영역(동체)에서 번지 케이블을 사용하

였다[5]. 유압작동기로 중량보상하는 경우 중량보상 

하중을 테어로드(Tare Load)라고 칭하고 이는 작동기

로 가한 힘을 측정기록하므로 테어로드를 포함한 작

용힘의 크기는 시험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번지케이블로 중량보상 하는 경우 중량보상하중은 번

지케이블의 탄력성에 의한 인장력으로 가하기 때문에 

초기상태(0%DLL)에서 계획된 중량보상하중을 저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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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profile [5]

통하여 인장력을 확인하여 부가하고 시험동안은 장력

의 변화는 기록하지 않는다.

2.1.3 시험프로파일

시험은 시험프로파일에 따라 진행되고 시험데이터 

획득지점도 이 프로파일에 따라 계획된다. 여기에는 

시험하중증분단계의 정의가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시험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시험데이터는 모든 하

중부가 채널들이 목표하중(TGV)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150%DLL의 시험프로파일은 Fig. 4와 같다.

2.2 시험정보 및 공칭반력

2.2.1 시험정보

시험체에 부가하는 하중은 시험하중(Ftl)과 중량보상

하중(Fcbl)으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대표적인 시험조

건(U7)에 대한 하중들은 Table 1에서 보였다. 이 표

Force(kgf) kN Force(kgf) kN

9 1 0.0 0.00 53.7 0.53

98 2 413.2 4.05 98.7 0.97

19 3 447.0 4.38 201.0 1.97

17 4 54.4 0.53 29.2 0.29

99 5 97.7 0.96 96.7 0.95

20 6 131.2 1.29 213.3 2.09

94 7 -81.5 -0.80 0 0.00

Boom 60.8 96 8 -102.7 -1.01 0 0.00

0 16 9 0.0 0.00 55.0 0.54

100 10 413.2 4.05 98.7 0.97

82 11 447.0 4.38 201.0 1.97

18 12 54.4 0.53 28.4 0.28

101 13 97.7 0.96 96.7 0.95

89 14 131.2 1.29 213.3 2.09

95 15 -81.5 -0.80 0.0 0.00

Boom 60.8 97 16 -102.7 -1.01 0.0 0.00

1 17 -1133.3 -11.12 0.0 0.00

2 18 -848.4 -8.32 0.0 0.00

E/N 102 19 -1098.9 -10.78 0.0 0.00

Box 81 20 613.0 6.01 133.2 1.31

Box 88 21 613.0 6.01 133.2 1.31

RY_NLG NLG RyRY_NLG22 0.0 0.00 0.0 0.00

RZ_NLG NLG RzRZ_NLG24 3.6 0.04 10.8 0.11

RZ_MLG_LH MLG Rz(Left)RZ_MLG_LH26 -87.2 -0.86 31.3 0.31

RZ_MLG_RH MLG Rz(Right)RZ_MLG_RH28 -85.5 -0.84 42.7 0.42

RX_ENG Engine RxRX_ENG29 0.0 0.00 0.0 0.00

RY_ENG Engine RyRY_ENG30 0.0 0.00 0.0 0.00

Items Angle A/T ID
Test

Ch

100%DLL Test Loads
(Ftl)

Counterbalace Load
(Fcbl)

Fus

Left Canard

Right Wing

Left Wing

Fuselage

Right Canard

Box

Box

Restraints

Table 1. Test informaton of U7

Fig. 2. Test article with dummy landing gears

connected to restraint units

Fig. 3. Restraint system with test basic

coordin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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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초기 작동기 설치각도(Angle), 하중부가 장치 

ID, 작동기 ID, 시험채널, 시험하중(Ftl), 중량보상하중

(Fcbl) 등이 기록되어 있고 힘의 부호는 시험기본좌표

계에 따른 힘의 부호로 표시가 되어있다. 중량보상 하

중 중 작동기 ID가 표시되지 않은 6개(ID FLCBV1~

FLCBV5, ENVFCB)는 번지 케이블을 이용한 것이다.

작동기 설치각도는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로 BOOM을 

제외하고는 모두 0°이다. 자세구속시스템에서 유발되

는 반력값도 Table 1의 하단부에 보였고 이들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다.

2.2.2 공칭반력

시험체를 중심으로 시험정보에 정의된 부가하중

(Ftl, Fcbl)의 외력과 자세구속장치에서 유발되는 반력

들에 대한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 분석을 하

면, 외력과 반력들간에 힘과 모우멘트의 평형을 이루

고 있으므로 6개의 평형방정식 (1)을 적용하고 시험시

스템정보(하중작용점들)로부터 6개의 반력들을 계산할 

수 있다. 시험체에 작용하는 힘들 중 중량보상하중

(Fcbl)은 시험하중 레벨이 증가하는 동안 일정한 힘으

로 유지하며, 시험하중(Ftl)은 하중레벨(S%DLL)에 비

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00%DLL에서 각 하중부가

채널별 시험하중(Ftl)을 3성분값으로 표시했고 하중작

용점들의 상대좌표를 보였다(Table 2). 상대좌표값의 

기준은 RZ_NLG 연결점(FS848mm, BL0, WL-952mm)

이다. Table 2과 자세구속장치 시험체 체결지점 좌표

를 평형방정식(1)에 적용하여 시험하중반력(Rtl)와 중

량보상반력(Rcbl)들을 각각 계산할 수 있고 이들의 합

을 공칭반력(Rn)(식 (2))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1)

      (2)

시험조건(U7)에 대해 계산된 반력(Rtl)은 Table 3의 

Rtl_100%행에 보였고 이 계산값은 Table 1의 시험하

중(Ftl)열의 해당 반력값과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중량보상 반력(Rcbl)은 Table 1에서 제시되었고 이는 

시험하중레벨과 무관하게 일정한 값이 되므로 100%

DLL에 대한 공칭반력(Rn_100%)값을 Table 3에 표시

하였다.

Fx Fy Fz X Y Z

1 0.000 0.000 0.000 2,488    1,266- 978

2 0.000 0.000 4.054 3,253    2,616- 978

3 0.000 0.000 4.385 3,731    4,086- 978

4 0.000 0.000 0.534 3,827    931-    978

5 0.000 0.000 0.958 4,164    2,554- 978

6 0.000 0.000 1.287 4,275    3,955- 978

7 0.000 0.000 -0.800 2,488    1,266- 978

Boom 8 0.000 -0.880 -0.491 4,888    1,600- 868

9 0.000 0.000 0.000 2,488    1,266 978

10 0.000 0.000 4.054 3,253    2,616 978

11 0.000 0.000 4.385 3,731    4,086 978

12 0.000 0.000 0.534 3,827    931    978

13 0.000 0.000 0.958 4,164    2,554 978

14 0.000 0.000 1.287 4,275    3,955 978

15 0.000 0.000 -0.800 2,488    1,266 978

Boom 16 0.000 0.880 -0.491 4,888    1,600 868

17 0.000 0.000 -11.118 931       -        978

18 0.000 0.000 -8.323 2,378    -        978

E/N 19 0.000 0.000 -10.780 3,715    -        978

Box 20 0.000 0.000 6.013 163       1,387- 978

Box 21 0.000 0.000 6.013 163       1,387 978

Items
Test
Ch

Relative coord. from ref. pt.Force of Test Load, KN

Fus

Left
Canard

Right
Wing

Left Wing

Fuselage

Right
Canard

Box

Box

Table 2. Test load and relative coordinates

ID

NLG MLG ENG Note

RY_
NLG

RZ_
NLG

RZ_
MLG_LH

RZ_MLG_
RH

RX_
ENG

RY_
ENG

-

Rtl-100% 0.00 0.035 -0.856 -0.838 0.00 0.00 -

Rcbl 0.0 0.106 0.307 0.419 0.0 0.0 constant

Rn-100% 0 0.141 -0.549 -0.419 0 0

Table 3. Nominal Reactions for 100%DLL (Unit : KN)

2.3 작동기설치 및 변위측정 정보

2.3.1 작동기 설치 정보

시험하중 부가는 유압작동기와 하중부가장치가 연

결되어 시험체에 작용되고 Fig. 5와 같이 작동기는 

후레임과 바닥 고정점(피봇점)에서 회전이 자유롭도

록 베어링으로 구성된다. 이 피봇점을 중심으로 작동

기가 회전하게 되고 본 시험조건(U7)의 작동기들은 

붐(Boom)대에 힘작용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하중부

가점으로부터 수직방향(Z0방향)으로 상부후레임 하단

(WL3419mm)/바닥(WL-2460mm)에 설치하였다. 붐대

에 작용하는 작동기는 하나의 작동기로 두성분(Y0,

Z0)의 힘을 가할 수 있도록 시험장 바닥에 피봇점을 

고정하고 수직방향 기준 경사각 각도(60.8°)를 갖도록 

설치하였다.

60.8°

Fig. 5. Typical installation of actuator with piv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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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D for displacement measurement

Calibration

(mm) FS BL WL

1 DT112006 Z 31090261 250 4,179     1,222-  29      

2 DT131204 Z 32010272 125 4,927     4,674-  197    

9 DT212006 Z 32010273 125 4,179     1,222  29      

10 DT231070 Z 32010274 125 4,264     2,057  57      

11 DT231126 Z 31090285 500 4,545     3,166  115    

12 DT251208 Z 31090282 500 4,497     3,936  154    

13 DT252105 Z 31090296 750 4,986     3,936  169    

14 DT231204 Z 31090297 750 4,927     4,674  197    

15 DT421061 Z 31090252 250 299        -          288-    

16 DT499999 Z (blank) 250 2,648    -          ?

17 DT412017 Z 31090286 500 3,786     -          360-    

18 DT421543 Side_Y 32010270 50 299        277-     105-    

19 DT412550 Side_Y 31090267 250 3,786     588-     136-    

21 DT941178 Side_Y 31090249 250 5,961     1,556  375    

22 DT941093 Side_Y 31090256 250 6,059     1,580  801    

23 DT941033 Side_Y 31090254 250 6,291     1,570  764    

24 DT941054 Side_Y 31090251 250 6,288     1,576  1,058

25 LH_CNAD DT603687 Z 31090249 250 971        2,216-  71      

26 DT600473 Z 31090298 750 971       1,024 71     

27 DT600324 Z 31090277 500 971       1,547 71     

28 DT600053 Z 31090301 750 970        2,216  72      

29 DT912002 Side_Y 31090299 750 5,063     1,534  130    

30 DT912006 Side_Y 31090283 500 5,290     1,542  130    

31 DT913006 Side_Y 31090276 500 5,499     1,550  130    

32 DT912041 Z 32010276 500 5,072     1,600  69      

33 DT913057 Z 32010276 500 5,499     1,599  75      

Station (mm)
No Gauge ID Direction Serial No

RH_CNAD

RH_BOOM

Location ID

RH Wing

LH Wing

Fuselage

VT_Bot to Top

Table 4. DT information for U7

2.3.2 변위측정정보

시험에서 사용된 변위측정장치(DT)의 설치지점과 

기본정보는 Fig. 6과 Table 4에서 보였다. 주날개와 

카나드에는 각각 한쪽에만 DT들을 설치하여 Z0-방

향 변위를 측정하고자 각각 6개/3개를 설치하였다.

반대쪽에는 가장 팁쪽에 대응되는 지점에만 각각 1

개씩 설치하였다. 동체는 하부에는 Z0- 방향 변위 측

정위해 DT를 각각 3개를 설치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본 장에서는 시험(U7)을 통해 얻어진 자세구속시

스템에서 유발된 반력들 분석을 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하중부가채널의 하중데이터와 시험체 변형특

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1 외력과 반력데이터

3.1.1 하중부가채널별 하중데이터

Table 5. Typical test data of U7

시험을 통해서 획득한 데이터들 중 21개 하중부

가채널별 하중데이터(FDBK)와 반력데이터 일부를  

Table 5에서 보였고 이들의 부호는 장비의 부호규

정(로드셀 인장/압축힘에 대해 +/-로 표시)에 따른 

것이다.

 


×    (3)

     (4)

작동기별 제어오차 크기를 분석하기 위해 시험프

로파일에서 정한 하중레벨들에서 목표하중(TGV)과 

TMF(목표하중-피드백)는 식 (3)과 식 (4)로 계산되며

[7], Fdll은 100%DLL에서의 시험하중(Ftl)힘이다. 21개

의 하중부가채널별 TMF값을 계산한 결과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고 150%DLL에서 TMF값이 급속하게 

증가한 채널(Tch3, Tch6)들은 제어오차 평가 시 배제

하였다. 이는 하중제한밸브의 타이트한 조절로 발생

한 것이기 때문이고[7,8], 아울러 본 연구내용에서 전

개상 중요하지 않으므로 150%DLL에 대한 데이터는 

배제시키겠다. 0%~145%DLL 영역에 대한 21개 전 채

널들에 대한 TMF값들은 –29.9N~39.7N 내에서 분포

함을 Fig. 7에서 보여준다. 각 하중레벨에서의 평균

적 제어오차의 크기를 평가하는 TMF의 RMSD(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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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MF of U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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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MSD of TMFs (U7)

Mean Square Deviation)[7]을 식 (5)로 계산한 결과 

Fig. 8과 같이 6.7N~14.7N로 분포하며, 평균값은 

9.9N이었다.

R MSD  


n


i

TMFi


(5)

3.1.2 자세구속장치별 반력데이터

반력은 일반화하여 식 (6)과 같이 표시하고자 한다.

공칭반력(Rn)은 식 (2)와 같고 Rce는 하중제어오차

(TMF)로 인해 유발되는 반력, Rerr은 제어오차를 제

외한 모든 시험오차(이후 “시험기타오차”로 칭하고,

시험체/치구/작동기 설치, 측정장비, 기타의 오차를 

포함)로 유발되는 반력이다.

    

    
(6)

시험을 통해 획득한 반력데이터인 측정반력(Rm)은 

Fig. 9와 같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반력데이터들

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첫째는 0%DLL에

서 측정된 초기반력(Rm_0)이고 둘째로는 하중증가별 

Rm_0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반력 증가량인 상대반력(Rrm

= Rm – Rm_0)이다. 이는 초기상태(0%DLL)에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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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sured reactions

ID
ENG NLG MLG Note

RX_ENG RY_ENGRY_NLG RZ_NLG
RZ_MLG_
LH

RZ_MLG_
RH -

Rce 0.000 -0.015 -0.002 0.002 0.028 0.030

Rcbl 0.0 0.0 0.0 0.106 0.307 0.419 constant

Rm -0.064 0.097 0.092 0.090 1.091 0.683

Rerr -0.064 0.112 0.094 -0.017 0.756 0.189

Sum of Rerr -0.064 0.205 0.928
X0,Y0,Z0
components

Table 6. Initial reactions for 0%DLL (Unit : KN)

고 있는 반력특성과 하중증분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과를 구분해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Rm_0는 0%DLL에서 반력들(Rn_0, Rce_0, Rerr_0)의 

합이고 Rtl_0은 0이므로 Rn_0는 Rcbl과 동일하게 된

다. 0%DLL 시험데이터 중 각 하중부가채널별 TMF

를 계산하고 Table 2의 하중작용점 좌표들을 평형방

정식에 대입하여 Rce_0를 계산한다. Rcbl은 Table 3

에서 보인 값을 그대로 적용한 후 측정반력(Rm_0)을 

식(6)에 대입하면, 기타오차로 유발된 반력(Rerr_0)을 

획득하게 된다. 초기(0%DLL)상태에서의 모든 시험오

차들로 유발되는 반력들을 Table 6에 기록했다. 본 

시험의 초기상태에서 6개 Rce값들의 크기는 0N~30N

에 분포하고 합성력 크기는 61.9N이고 6개의 Rerr값

들의 크기는 Rce보다 큰 17N~756N에 분포하고 합성

력 크기는 952N이다.

하중증가에 따른 측정반력(Rm)의 변화를 나타내는 

상대반력(Rm_r = Rm-Rm0)은 Fig. 10에서 보였고 

(Rn_r+Rce_r)도 함께 표시했다. Rce_r는 측정된 각 

하중레벨별 피드값들로 계산한 TMF값들과 표3의 하

중작용점의 상대좌표값을 평형방정식(1)에 대입하여 

계산된다. 0%DLL~ 145%DLL에서 6개 Rce_r값들은 

–149.3 N ~ 88.9 N에 분포하고 있음을 Fig. 11에서 

보여주고 있다. Rerr_r은 식 (6)에서 측정반력(Rm_r)

과 두 반력들합(Rn_r+Rce_r)과의 차이로 산출되고,

하중증가에 따른 6개의 Rerr_r 값들의 변화를 Fig.

12에서 성분별로 보여주며, 이들에 대한 분석은 3.3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Fig. 10. Relativ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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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lative reaction(Rce_r)

Fig. 12. Relative reactions (Rerr_r)

Table 6, Fig. 11, Fig. 12에서 보인 초기반력(Rce_0%,

Rerr_0%)과 상대반력(Rce_r, Rerr_r) 값들에 대한 각

각의 합성력을 Fig. 13에서 함께 보였고, 상대반력 

Rerr_r의 합성력은 하중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최대

값은 808N 정도로 초기상태의 그것(952N)보다 작은 

값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편, Rce_r의 합

성력 분포는 하중증가와 상관없이 82.8N 이내로 유

지하고 있으며, 이는 Fig. 7에서 보인 바 있는 하중

제어오차(TMF)가 전 하중레벨 범위에서 일정범위 내

에서 잘 유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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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ant force of Rerrs and Rces

3.2 변위데이터 및 변형특성

Table 4에서 보인 변위측정지점들은 Fig. 14와 같

이 주날개와 카나드의 우측에서 대부분 측정했다. 좌

측에서는 우측의 가장 팁쪽 설치점의 대응지점에서

만 제한적으로 측정하였다. 본 시험에서 측정된 주날

개와 카나드의 큰 변위들은 선형성이 유지되고 있음

을 Fig. 15에서 보여주고 있고 주날개와 카나드의 팁

쪽 좌/우 대응점에 대한 변위값은 좌측변위가 더 크

게 측정된 것으로 Table 7에서 보여준다.

주날개에 DT 설치점들을 기준으로 하는 X1축(변형

특성 기준축)을 정하는 주날개 변형특성 좌표계(X1,

Y1, Z0)를 정의한다(Fig. 16). 측정된 변위들을 이용

하여 주날개의 변형을 X1축에 대한 2차식 그래프로 

표시하고자 한다. X1축은 시험기본좌표계(X0, Y0)에 

대해 Fig.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울기가 4.39이며,

X0축에 대한 회전각도(θ)는 77.2°이다. 이같은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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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oints for measuring displacement

Fig. 15. Comparison of displacement

between R/H and L/H wings

L/H R.H (LH/RH)

Wing 499.2 453.1 110%

Canard 300.6 249.8 117%

Table 7. Measured max. displacements of wing

and canar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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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xis of deformation for right wing

Fig. 17. Deformation curve of right wing (100%DLL)

기는 주날개의 후퇴각으로 인한 DT설치점들의 특성

에서 기인한다. X1축에 따른 Z0 방향 우측 주날개 

변위는 각 하중레벨별로 획득하게 된다(Table 8).

100% DLL에서 X1축에 따른 Z0 방향 변위 그래프는 

Fig. 17이고 엑셀의 2차 추세식 추가 기능으로 

100%DLL에서의 우측 주날개의 변형특성식을 포함하

Location W_R_INBD1 W_R_INBD2 W_R_CNTR1 W_R_CNTR2 W_R_OUTBD

DT ID DT212006 DT231070 DT231126
DT251208 &

DT252105
DT231204

X1, mm 1,265.3     2,098.5    3,242.6     4,037.2     4,797.5    

0% 0.0-          0.2-         0.5-          0.7-           1.1-          

10% 1.3          4.3         12.0         18.6         25.3        

20% 2.9          9.1         25.8         40.0         54.7        

30% 4.6          14.1        39.6         61.5         83.6        

40% 6.2          19.1        53.7         83.1         113.1      

50% 7.8          24.3        68.1         105.1        143.4      

60% 9.5          29.3        81.9         126.9        173.2      

70% 11.1         34.4        96.2         149.2        203.7      

80% 12.7         39.5        110.3       171.2        233.7      

85% 13.6         42.5        118.7       184.2        251.3      

90% 14.4         45.1        125.7       195.1        266.4      

95% 15.2         47.6        132.9       206.1        281.7      

100% 16.0         50.1        140.0       216.9        296.7      

105% 16.9         52.6        147.1       227.8        311.6      

110% 17.7         55.2        154.3       239.0        326.8      

115% 18.6         57.7        161.4       250.2        342.0      

120% 19.6         60.6        169.3       262.2        358.3      

125% 20.4         63.2        176.9       273.9        374.3      

130% 21.2         65.8        184.2       285.2        389.2      

135% 22.2         68.5        191.6       296.9        404.7      

140% 23.1         71.1        199.2       308.5        420.6      

145% 24.0         73.9        206.9       320.2        436.8      

150% 25.6         78.0        215.7       332.7        453.1      

Table 8. Displacement along X1-axis of wing [mm]

Fig. 18. Deformation curve of fuselage (100%DLL)

여 보였다. 이 특성식을 이용하여 우측 주날개에서 

하중작용하는 작동기들의 하중작용점 이동을 계산하

는데 사용할 수 있다.

동체에 대한 변형특성기준축으로 각각 X0축으로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획득한 동체의 100%DLL에서

의 변형특성식을 Fig. 18에서 보였다.

3.3 상대 반력 분석

이 절에서는 시험체 변형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출된 시험오차와 관련된 상대반력들(Rce_r, Rerr_r)

중 하중증가에 따른 변화를 보인(Fig. 12) Rerr_r들에 

대해 시험기본좌표계의 3방향 성분별로 구분하여 특

이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X0- 성분값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의 비선

형적이며, “-”값으로 커지고 있다(Fig. 12(A)). 본 자세

구속시스템(Fig. 3)의 RX_ENG지점에서(즉, 시험체 후

미에서) 시험체를 전방쪽(–X0 방향)으로 미는 Rerr_r

이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Y0- 성분 값들은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값으로 증대하며(Fig. 12(B)), 이

는 본 자세구속시스템의 RY_NLG와 RY_ENG지점에

서 시험체를 각각 우측(+Y0) 방향으로 미는 Rerr_r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Z0 방향의 반력들은 

자세구속시스템(Fig. 3)의 RZ_NLG지점에서는 매끄럽

게 “-”값으로 증가하나 두개의 RZ_MLG지점에서는 

매끄럽지 않으나 “+”값으로 거시적으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2(C)). 이는 RZ_NLG 지점에서 

시험체를 아래(-Z0) 방향으로 당기며, 두 개의 MLG-Z

지점들에서는 모두 시험체를 대체로 위(+Z0) 방향으

로 미는 Rerr_r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개의 성분들 중 X0, Y0의 두 성

분들의 Rerr_r은 하중증가와 함께 증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본 시험이 시험체에 작용하는 외력조

건이 좌/우 대칭하중조건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매

우 특이하게 생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시험체 변형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험체의 부위(주날개, 카나드, 동

체 등)별 정량적 변형특성을 획득하고 하중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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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ovement of loading point A

른 작동기들의 하중작용점 이동을 고려한 반력분석

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대상을 삼은 본 시

험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행된 시험이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은 불가하므로 시험체 부위별로 획득한 

제한적인 변형특성(3.2절)을 고려하여 상대반력의 정

성적 분석만을 해보기로 한다.

하중 증가에 따른 시험체 변형으로 발생하는 작동

기 하중작용점의 이동과 이로 인한 하중작용의 방향

의 변화를 Fig. 19에서 도식적으로 보였다. A점은 변

형전 주날개 하중작용점이고 B점은 시험체 변형 후 

A점이 이동한 점, K점은 작동기 고정 피봇점이다.

변형 후 B점에 작용하는 작동기 힘은 수직방향 뿐만 

아니라 날개 팁쪽 방향 성분이 발생하게 되어 Z0,

X1방향의 분력(FZ0, FX1)이 발생된다. FX1성분이 주

날개 변형으로 생성되고 FZ0 성분의 힘은 작동기가 

가하는 힘 크기보단 cos(α) 성분으로 인해 약간 감소

하게 된다.

본 시험체 주 날개는 후퇴각을 가지므로 주날개 

변형으로 생성된 FX1 성분은 Fig. 20에서와 같이 시

험기본좌표계의 FX0, FY0 성분으로 다시 나누어져 

Z0

X0

X1

Y0

K

FX1

F

  
A

B

α

Fig. 20. FX0 induced from sweepback of wing

Fig. 21. FY0 of non-symmetric wing deformation

FX0 성분이 생성된다(식 (8)). 이렇게 유발 된 FX0성

분은 좌우날개에 대해 합성되어 증대되며, 이 힘은 

시험체에 +X0 방향으로 가하는 외력으로 작용하여 

대응반력인 Rerr_r X0 성분이 유발되게 하는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며, Fig. 12(A)에서 “-”값을 나타

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에서 획득한 주날개와 카나드의 변위는 

Table 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좌측변위가 우측변위보

다 크게 측정되었기 때문에 작동기가 변형된 시험체

에 가하는 힘에서 생성된 FY0 방향 힘이 좌우측으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 상쇄되지 않는 것을 

Fig. 21에서 개념도로 보였고 좌/우 두 힘 간의 차로 

발생한 힘 FY0은 변위가 큰 쪽(-Y0 방향)으로 작용하

는 외력이 되고, 이에 대한 대응반력이 Fig. 12(B)에

서 보듯이 “+”값으로 Rerr_r Y0 성분이 유발되는 것

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주날개와 카나드에 작용하는 작동기 하중은 시험

체 변형을 고려하면, 작동기는 피봇점을 중심으로 치

우친 각도(α)를 갖게 되어(Fig. 19) 작동기의 작용 하

중크기(F)보다 다소 감소한 크기(F×Cos α)로 Z0방향 

힘이 작용된다. 반면, Table 1에서 설명한 6개의 번

지케이블 연결점들에 대한 변위가 가장 후방의 것을 

제외한 5개 지점에서, 아랫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동체변형 특성(Fig. 18)에 적용한 결과이다.

따라서 하중증가에 따른 동체변형을 고려할 때, 중량

보상용 번지케이블의 장력들이 초기(0%DLL)상태 장

력보다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Fig. 22). 이상의 두 가

지 요소로 인하여 시험체 변형으로 Z0 방향의 반력

값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번지케이블의 장력변

화가 안정적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Rerr_r Z0 성분값

들(Fig. 12(C))의 값이 매끄럽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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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hange of tension force in bungee-cable

Fig. 23. Comparison of Rerrdef and Rerr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전기체 구조시험에서 제시한 

반력의 일반식 (6)은 시험체 변형을 고려한 반력식 (9)

로 수정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의 모든 오차들

로부터 유발되는 반력들(Rce, Rerr)을 정확하게 산출

하기 위해서는 시험체의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

험체 변형을 고려해 산출한 반력들(Rcedef, Rerrdef)은 

변형 미고려 반력들(Rce, Rerr)과는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도식적으로 Fig. 23에서 보였다. 변형 미고

려해서 산출된 기타시험오차반력 Rerr내에는 변형을 

고려치 않아서 발생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게 된다. 따

라서 변형을 고려한 산출에서는 변형으로 발생한 반

력이 Rndef값의 일부로 포함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Fig.

2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Rerrdef는 Rerr보다 감소하

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반력들(Rcedef, Rerrdef)로

부터 시험오차들(제어오차와 시험기타오차)의 특성들

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def

def
def

  
def 

def
def (9)

Ⅳ. 결 론

전기체 구조시험의 반력분석 연구를 하기 위하여 

기 시험된 선미익기 전기체 구조시험에서 획득한 한 

시험조건(U7)의 시험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반력을 산

출하였고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반력은 공칭반력(Rn), 시험오차반력들(Rce, Rerr)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반력의 분석은 초

기상태반력(0%DLL)과 상대반력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고 초기상태에서 내포하고 있는 시험오차와 하중

증가에 따라 유발되는 시험오차의 특성을 구분하고

자 하였다.

선미익기 구조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으로 초기상태의 두개의 시험오차반력들 Rce/Rerr

합성력은 각각 61.9N/952N이고, 상대반력 산출에서

도 하중이 증가하도라도 제어오차 반력(Rce_r)의 합

성력은 16N~83N으로 잘 유지하고 있으나 기타시험

오차(Rerr_r)의 합성력은 하중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

하며, 최대 합성력의 크기는 808N을 보였다.

각 성분(X0, Y0, Z0)별 상대 기타시험오차 반력

(Rerr_r)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시험체 변형

을 고려하여야 바른 반력들을 산출할 수 있음을 보

였다. 변형고려한 반력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체

에 작용되는 하중들의 작용점 이동을 계산할 수 있

는 시험체 변형특성을 우선 획득되어야 하고 이는 

시험계획단계에서 반영하야 함을 설명하였다.

향후 연구로는 변형을 고려한 반력 산출절차를 정

립하고 바르게 산출된 반력들을 획득한 후 시험의 

오차특성을 분석하여 시험의 오차를 평가해 보는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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