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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공기 부문

인력비행기 스카이 러  설계․제작․비행

The Design, Construction and Flight of Human Powered Aircraft Sky 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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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financial sponsorship of FKI and six other companie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human 
powered aircraft Sky Runner has been begun to design in December of 2008. And it  flew in late December of 
2009. The original design configuration was continuously modified in response to test results as a 30.36m span, 
35.25m2 wing area, 26.0 aspect ratio and 39.8kg of empty weight. Although, we have made only 150m flight 
flying a few seconds so far however, it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ultra-light and long duration flying 
planes. A brief review of some design features, wing layout, prop design, fabrication and flight test results are 
presented.

Keywords : Human Powered Aircraft(인력비행기), Flight Test(비행시험), Aerodynamic Characteristics(공력특성), 
Propeller( 로펠러), Airfoil(날개꼴), 스 와 리 (Spar & Rib)

1. 서 론

  인력비행기는 인간의 힘만으로 지상을 활주하여 이

륙하고 비행한 후 착륙하는 항공기로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오직 사람의 근육에서 나오는 동력을 사

용하여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따라서 동력발생장치가 

없는 라이더와는 근본 인 차이를 갖는다. 조류의 

경우 비행 가능한 량이 약 15kg으로 제한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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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1]. 이는 비행체의 동체와 날개 구조와 

매우 한 계가 있다. 부분의 조류의 몸체와 날

개는 부분 강성을 지지할 수 있는 칼슘으로 구성되

어 있다. 나무와 같이 경량의 천연재료를 구조재로 

사용한 항공기에 의한 인력 비행에의 꿈은 오랫동안 

실 되지 못하 으나 근래의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 

경량 고강도의 첨단재료들의 등장으로 인력비행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보통의 인간이 비교  장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동력은 약 200W 내외로 단히 작기 때문에 인력비

행기의 속도 역시 수 m/s 수 의 속이다. 이 속도

역은 공기역학 으로 매우 도 인 이놀즈수인 O 
(105) 크기이다. 사용가능한 동력의 제한은 항공기의 

량을 최 한 감소시켜야만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하지만 량의 감소를 해서는 양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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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의 축소를 래하므로 량감소와 양력면 증가를 

하게 조화시켜야만 한다. 아울러 통 인 비행기

의 조종은 조종사의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

만 인력 비행기에서는 손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행

제어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같이 매우 제

한된 소요동력에 의한 인력비행은 고도의 설계기술, 
경량  고강도의 재료기술 등 인간의 지력과 체력

에 의해 극복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
[2]. 이는 

미국, 국, 독일  일본의 4개국만이 인력비행에 성

공하 음이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표 인 인력

비행기의 성능과 제원을 비교하여 보인 것이다.

Table 1. 인력비행기 제원  성능 비교
[3～6]

Albatross

(미국)

Daedalus

(미국)

Velair 89

(독일)

Stork

(일본)

날개

스팬(m) 28.6 34.1 23.2 21.0

면 (m2) 44.0 30.8 16.9 21.7

가로세로비 18.0 37.8 31.8 20.3

동체 기장(m) 10.0 8.84 - 8.85

량
공허 량(kg) 31.8 31.1 30.5 35.9

총 량(kg) 97.5 109.3 89.5 93.9

로
펠러

반경(m) 2.06 1.71 1.4 1.25

회 속도(rpm) 95.0 108 190 210

날개부하(N/m2) 21.7 34.7 - 42.5

성능
순항속도(m/s) 4.92 6.93 8.4 8.6

비행거리(km) 35.8 116.6 3.1 2.1

비행년도 1979 1988 1989 1976

  국내에서는 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단체와 기업

들의 후원아래 공군을 심으로 2008년 7월부터 인력

비행기 제작 로그램을 시작하 다. 본 논문은 한국 

최 로 시도한 인력비행기 스카이 러 (sky-runner)의 

형상설계와 제작 그리고 비행에 한 내용이다. 스카

이 러 의 최  비행목표는 고도 3m에서 2km의 비행

을 목표로 하 다. 이는 장거리 인력비행에 성공한 미

국의 기술수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독일과 일본의 

인력비행 수 의 목표이다. 따라서 스카이 러 는 장

거리 비행보다는 단거리 비행에 합하도록 설계하

으며, 원형기의 제작과 시험비행과정을 통해 수차례 

수정 보완되었다. 비록 2009년 12월 12일의 최  공개

비행이 목표 비행거리에 훨씬 미달되는 150m의 비행

에 그쳤지만 제시된 설계  제작 데이터들은 향후 

시도될 좀 더 고성능의 인력 비행기 개발의 기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 인력비행기의 동력원인 조종사의 

량은 유사한 량의 화석연료 혹은 태양에 지 구

동 엔진으로 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비행기의 기

체구조가 은 동력의 엔진으로 고고도에서 장기 체

공할 수 있는 태양  발  고고도 무인환경감시기 등 

뿐 아니라 15,000m 이상의 고도에서 무인통신 계기 

등의 설계 제작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2. 기본 설계

가. 인력동력

  인간의 근육은 그 속에 장된 탄수화물 혹은 리

코겐의 연소에 의해 화학  에 지를 기계  에 지

로 변환시키는 엔진과도 같다. Fig. 1은 인력비행기의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리, 팔, 혹은 다리와 팔을 

모두 사용하여 사이클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동력

을 보여주고 있다
[7,8]. Fig. 1에서와 같이 건강한 보통 

사람의 경우 수 의 짧은 시간 내에서는 다리만으로

도 1마력에 가까운 동력을 발생할 수 있으나 지속시

간의 증가에 따라 출력동력이 격하게 하됨을 알 

수 있다. 즉, 수분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속 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동력은 략 0.3∼0.4마력 정도인 220∼
300W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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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사이클링 지속시간에 따른 인력 동력[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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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사 학교의 측력계(ergonometer)에 의한 조종사 

후보의 동력 측정 결과 최 순간동력은 650W, 지속발

생동력은 200∼250W 다. 이 수치는 인력비행기 설계

에 있어서 가장 요한 제한사항이 된다. 한 동력

달 시스템과 로펠러와 같은 추진장치의 효율을 고려

하여 스카이 러 의 지속 발생 가능한 동력을 220W
로 제한하 다. 이와 같이 매우 낮은 동력에 의한 인

력비행을 성공하기 해서는 낮은 총 량(공허 량+
조종사 량)과 높은 양항비를 갖도록 고세장비의 날

개, 고효율의 로펠러, 그리고 낮은 달손실의 동력

달장치의 강력한 사이클 타입의 구동시스템으로 설

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기본설계 조건

  스카이 러 의 기본 설계제원은 지난 30년간 인력

비행에 성공한 4개국 31개 인력비행기의 주요 제원들

을 분석하여 참고하 다(Fig. 2)[9]. 인력비행에 성공한 

항공기의 공허 량은 30kg∼45kg 내외로 고강도

도 소재의 개발로 경량화 되는 추세이다. 조종사의 

량을 고려하면 총 량이 110kg을 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날개면 은 평균 31.4m2로 거리비행과 속도

비행의 목 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익의 평균

스팬과 가로세로비는 각각 24.8m와 21.6으로 큰 가로

세로비의 매우 긴 스팬의 날개형상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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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인력비행기 주요제원의 변화

  설계목표 량은 60∼65kg의 조종사 량을 고려하여 

공허 량 35kg∼40kg, 총 량 100kg으로 하 다. 설계

순항속도는 일반인의 사이클링 속도인 20∼25km/h 범

의 23km/h(6.5m/s)로 정하 다. 총 량 100kg인 항공

기가 V=6.5m/s의 순항속도로 비행하는데 요구되는 날

개면 은 양력계수를 CL=1.1인 경우 S=34.5m2가 된다. 
가용인력동력인 P=220W와 설계순항속도인 6.5m/s로 

항공기 추진에 소요되는 추력 T는 식 (1)로부터 약 T= 
30.5N이다. 로펠러효율 η는 진비 0.26∼0.42의 경

우 약 η=0.9이다.[4] 따라서 계산된 추력으로부터 순항

조건에서 요구되는 인력비행기의 양항비는 L/D=32.25
가 된다.

 
∙




 (1)

  이와 같이 높은 양항비를 갖는 날개는 필연 으로 

매우 높은 가로세로비의 날개형상이 요구된다. 한 

낮은 비행속도로 인하여 날개의 단면형상도  이

놀즈수에서 효율 으로 작동되는 에어포일을 선택하

여야 한다. 이상의 형상설계를 한 기본설계 조건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스카이 러  기본설계 조건

구분 라미터 설계값

설계조건

순항 양력계수 1.1

총 량 (kg) 100

순항속도 (m/s) 6.5

날개 날개면  (m2) 34.5

추진계통

가용동력 (W) 220

로펠러 효율 0.9

순항추력 (N) 30.5

성능
추력 량비 0.031

양항비 32.2

3. 스카이 러  형상 설계

가. 주익과 미익

  인력비행기의 주익은 속․ 동력 비행을 해서 

최 의 공력효율(양항비)을 갖는 높은 세장비의 날개

형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스카이러  주익의 기본형상

으로 스팬 BW=30.36m, 평균시  Cmean=1.16m, 가로세

로비 AR=26.0인 날씬하면서 긴 날개 형태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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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날개 뿌리와 날개끝에서의 시 는 각각 Croot=1.4m, 
Ctip=0.95m이며, 뒷 후퇴각만 1.72°를 부여하여 0.68의 

테이퍼비를 갖는 매우 긴 사다리꼴의 날개형상으로 

하 다. 이와 같이 긴 스팬으로 인하여 날개에 별도의 

상반각을 주지 않았다. 즉, 길고 유연한 날개로 이륙

할 때 상방으로 휘어져 타원형 형태가 되어 가로안정

성을 증진할 수 있는 상반각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인력비행기 주익 단면의 에어포일 선정은 높은 양

항비를 우선 으로 고려하 다. 아울러 스 를 포함할 

수 있는 충분한 내부공간을 확보하고 구조 량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가능한 최 두께의 에어포일을 선택

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기 에 따라 채택한 주익 

에어포일은 DAE 11이다. DAE 11은 낮은 이놀즈수 

역에서 최 양항비 (Cl/Cd)max=135.5, 피칭모멘트 Cm= 
-0.14의 양호한 공력특성을 가지고 있고, Daedalus에의 

용을 통해 운  안정성이 입증된 바 있다
[4,11]. 아울

러 최 두께 (t/c) max@33.2%c=0.128은 긴 날개를 지지

할 수 있는 한 직경의 스 를 내부에 삽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두꺼운 형상이다. Fig. 3은 Rec= 
5×105에서 kω-SST 난류 모델을 사용하여 FLUENT로 

계산된 DAE 11의 공력특성 결과이다[12]. DAE 11의 

양항곡선은 받음각 9°∼10°에서 최  양항비를 보이

며, 받음각 10° 이상에서는 항력이 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 다. 하지만 비교  넓은 받음각 역에

서 양력계수 Cl=1.1 이상, Cd=0.01이하로 유지되는 양

호한 양항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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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AE 11의 양항곡선[12]

  긴 스팬을 가진 넓은 표면 의 주익으로 인하여 수

평미익  수직미익의 날개면 도 증가된다. 일반 으

로 수직미익과 수평미익의 크기 SVT와 SHT는 미익부피

계수 CVT  CHT와 설계조건으로 주어지는 모멘트 암

인 LVT와 LHT로부터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10].

 

 ,  


  (2)

  여기서,  는 주익의 평균시 이다. 수직미익  

수평미익의 체 계수는 날개부하가 스카이 러 와 유

사한 Daedalus를 참고로 하여 각각 CVT=0.02와 CHT= 
0.5로 선택하 다. 따라서 수직미익과 수평미익의 날

개면 은 항공기의 조종안정성을 고려하여 상 으

로 형인 각각 SVT=3.2m2와 SH=2.6m2으로 하 다. 미

익 단면 에어포일은 NACA 0009를 사용하 다. Table 
3은 주익과 미익의 형상설계 제원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3. 주익과 미익의 형상설계 제원

구분 주익 수평미익 수직미익

날개면 (m2) 35.25 2.6 3.2

스팬 (m) 30.36 4.6 2.9

세장비(AR) 26 8.14 2.6

앞  후퇴각 (°) 0 - -

뒷  후퇴각 (°) 1.718 - -

상반각 (°) 0 - -

Croot (m) 1.4 0.57 1.12

Ctip (m) 0.95 0.57 0.7

테이퍼비 0.68 1.0 -

평균공력시 1.17 0.57 1.1

뒤틀림각 (°) 0 0 -

25%시 각 (°) 0 - -

체 계수 - 0.5 0.02

날개꼴 DAE 11 NACA 0009 NACA 0009

  수직미익과 수평미익의 조종면은 인력비행기의 특

성상 매우 속으로 인하여 반응시간이 매우 느릴 것

으로 상되어 미익 체를 활용하는 동익 개념을 

채택하 다. 인력비행기는 조종성보다 한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요하다. DATCOM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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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스카이 러  형상설계 도면

스카이 러 의 정  세로방향  가로방향 안정성 

측 결과는 강한 세로안정성과 비교  양호한 피치 

핑을 보유한 것으로 측되었다. 아울러 유연한 날개

로 인한 상반각 효과(dihedral effect)로 롤- 핑은 비교

 클 것으로 측되었지만 미끄럼각 변화에 한 

가로축 조종은 매우 힘들고 기체반응이 매우 느릴 것

으로 상되었다. 자세한 안정성 계산 결과는 참고문

헌 [12]에 기술되어 있다.

나. 조종석, 동력 달 장치  로펠러

  조종석 형상은 조종사가 력에 의해 페달을 아래

로 어내기 때문에 동력발생에 보다 효과 이면서 

체인 길이를 감소시켜 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직

립형을 채택하 다. 조종석의 크기는 한국인 평균신장

인 172.5cm를 기 으로 5% 수 의 마진을 고려하여 

높이 1.84m, 길이 1.23m로 설계하 다. 한 공기 항

에 의한 동체항력을 최소화하기 하여 칭형 NACA 
에어포일 형상의 폐쇄형 동체를 채용하 으며 이륙활

주를 한 이륜바퀴를 조종석 하단에 장착하 다. 조

종석의 치는 날개의 앞  바로 에 치시켜 압력

심에 매우 가깝게 함으로써 세로안정성을 증가시키

고자 하 다.
  비행 동력 달 장치는 사이클링에 의한 발생한 동

력을 체인과 2개의 베벨기어를 채용한 기어박스를 통

해 로펠러를 회 시키는 방식을 사용하 다. 로펠

러의 동체에의 장착은 직립방식의 페달링과 동력 달 

시스템의 기계  간결성을 고려하여 방장착형으로 

하 다.
  로펠러는 최소유도손실  최소형상항력을 갖는 

이드 단면과 양력계수를 선택하는 Larrabee의 설

계방법을 용하 다
[13,14]. 로펠러용 에어포일은 

Daedalus 88에 사용된 DAE 51을 채택하 다. Table 2
의 기본설계 인 동력 220W와 기 제작된 인력비행기

들의 로펠러 제원들을 참고하여 이드수 2개, 직

경 3.2m, 진비 0.30, β75=31.36°, 회 속도 135 rpm로 

작동되도록 설계하 다. Fig. 4는 스카이 러  형상설

계에 한 2차원 도면을, Fig. 5는 8.9m(기장)×30.4m
(기폭)×3.5m(기고)의 스카이 러  조감도이다.

Fig. 5. 스카이 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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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  비행

가. 날개와 조종면

  날개는 Fig. 6과 같이 스 와 리 의 구조로 제작하

다. 스 는 φ62.4∼84.4mm의 GFRP 이 로, 리

는 3겹의 t=10mm의 경량소재인 우드락(woodrock)을 

사용하 다. 앞 과 뒷 에는 익형의 유지를 하여 

두께 1mm의 우드락으로 덮개를 만들어 웠다. 날개

의 스킨은 t=0.03mm의 강화폴리에스터 필름인 Mylar
를 사용하 다. 주익은 좌․우익 각각 세부분으로 나

어 제작한 다음 최종 조립단계에서 서로 체결하

다. 주익의 부착 치는 조종석 형상과 일반 항공기보

다 직경이 큰 로펠러 그리고 긴 날개로 인한 날개 

손상 가능성  항공기 가로 안 성의 향상을 고려하

여 고익으로 하 다. 날개의 붙임각은 동체쪽 2.41°, 
날개끝 3°이다. 아울러 비행시 돌풍 등에 의해 과도한 

들림을 방지하기 해 날개와 동체를 연결하는 양력 

와이어(lifting wire)와 착륙시 날개가 지면에 닿는 것

을 방지하기 한 착류 와이어(landing wire)를 스테인

스 스틸 와이어를 사용하여 연결하 다.

Fig. 6. 스 -리  구조의 주익

  수평  수직미익은 주익과 마찬가지로 스 와 리

의 구조로 하 다. 미익의 스 는 φ17∼18mm의 

CFRP 이 를, 리 는 t=10mm의 우드락을 사용하

다(Table 4).

나. 조종석과 동력 달장치

  동체는 직경 50mm인 Al 6061-T6 고강도 알루미늄 

함 을 사용하여 주익과 미익  동력 달장치와 일체

화된 구조로 제작하 다. 동력 달장치는 체인 드라이

 구조로 Al 7006 알루미늄 합 으로 제작된 문가

용 사이클 임을 사용하 다. 조종석과 동체 구조

임은 Ti-M5, Al 7006 이 를 사용하 으며, 사이

클 페달은 상하 페달링 과정에서의 동력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사이클 문화를 부착하 다. 체인 드라이

의 크랭크와 스포라켓의 톱니수는 각 52T와 34T이

며, 체인에 한 인장을 주기 하여 20T의 인장 스

포라켓을 부착하 다(Fig. 7).

Table 4. 주익과 미익 사용재료

구분 주익 수평미익 수직미익

스

GFRP
 φ84.4×1.2t×6m
 φ72.4×1.2t×6m
 φ62.4×1.2t×3m

CFRP
 φ18-22×0.6t
Al-7006
 φ19×1.0t

CFRP
 φ17-21×1.0t

리
Woodrock 
10t×3piece

Woodrock 
10t×3piece

Woodrock 
10t×3piece

지지 Al 6061-T6 Al-7006
 φ12×0.75t

Al-7006
 φ12×0.75t

스킨 Mylar 0.03t Mylar 0.03t Mylar 0.03t

Fig. 7. 조종석

  조종간은 조종사가 페달링으로 동력을 생산하면서 

비행조종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형 손잡이 끝에 

사이드 스틱형으로 제작하 다. 오른손으로 조종간을 

앞뒤로 거나 당기는 방식으로 엘리베이터를 조향하

고 좌우로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러더를 조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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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Fig. 8). 로펠러는 날개와 마찬가지로 스 와 리

 구조로 제작하 다(Fig. 9). 로펠러의 스 는 고강

도 탄소섬유 이 를, 리 는 발사목(balsa wood)으로 

그리고 Mylar를 스킨으로 제작하 다. 로펠러의 피

치각은 지상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다. 비행기 제작  량제어

  비행기는 시험비행용 시험기 1 와 공개비행용 최

종기 그리고 비기를 포함하여 총 3 를 제작하 다. 
인력비행의 성공은 최 의 양력을 발생하면서 비행부

하를 취 할 수 있는 강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량

으로 제작하는 것이 건이라 할 수 있다. 스카이러

의 설계목표 공허 량은 35kg이나 기본형상설계에 의

한 상 공허 량은 54.0kg으로 설계기 을 50% 이상 

과하 다. 따라서 시험비행용 시제기의 주날개 스  

재질을 Al 6060-T6에서 GFRP와 CFRP로 교체하고, 조

종석을 경량의 사이클 임으로 교체하여 공허

량 41.9kg으로 제작하 다. 최종기는 구조강건성에 

향이 없는 범  내에서 각 부품들의 치즈 컷 등의 추

가 량감소를 통해 39.8kg으로 제작하 다(Table 5).

Fig. 8. 조종간

Fig. 9. 로펠러

Table 5. 스카이 러  량 제어

구분 기본설계 시험기 최종기

주익 25.0 22.5 22.0

미익 2.0 2.1 1.8

동체 5.0 4.4 4.3

조종석/
동력시스템

17.0 9.7 9.1

로펠러 3.0 1.2 0.8

기타 2.0 2.0 1.8

총 공허 량 54.0kg 41.9kg 39.8kg

라. 시험비행  공개비행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에 걸쳐 제

작된 시험기를 사용하여 지상시험, 속활주, 고속활

주, 이륙  착륙 등 총 26회의 시험비행을 실시하

다. 시험비행을 통하여 좌우 날개 비 칭 인 양력발

생, 날개들림 정도, 승강타에 의한 기체반응, 날개 연

결부 의 구조강도, 양력 와이어의 강도, 주익  미

익의 변형도 그리고 로펠러 정 피치 등을 검하

고 조정하 다. 시험비행 과정에서 술한 비행안정성 

측 결과와 같이 세로 안정성은 비교  강한 안정성

을 보 으나 가로안정성이 상 으로 낮아 측풍에 

의한 롤 조종이 매우 어려웠다. Fig. 10은 ’09년 7월 

26일의 도비행시험 장면으로 기출발시 앙에서 

보조자가 어 기체의 부양시킨 것이다. 아울러 기체 

좌우에 6명이 보조자를 두어 활주시 과도한 요잉 발

생으로 인한 기체의 복, 기체충돌 등으로 인한 기체

괴를 방지하도록 하 다.

Fig. 10. 보조 부양 시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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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비행은 2009년 12월 12일 공군사 학교 활주로

에서 실시하 다. 조종사인 인라인 스 이트 강사 이

원씨의 량 53kg을 포함하여 항공기의 총이륙 량은 

92.8kg이었다. 이륙속도는 6.1m/s로 설계순항속도인 

6.5m/s보다 다소 낮은 속도에서 부양되었으며, 고도 

1.5m를 유지하면서 총 150m를 비행하 다. 이때 로

펠러 피치각은 28°로 하 다. 이 비행기록은 개발 목

표인 2km의 비행에는 미달하 지만 미국, 일본, 국, 
독일에 이은 5번째의 인력비행 성공이 되었다

[14,15]. 이

러한 비행결과는 유사한 크기인 Daedalus 정도의 량

감과 조종사 훈련을 보완하면 보다 장시간의 장거

리 비행이 가능함을  보여 다.

Fig. 11. 공개 비행

5. 요약  결론

  인간의 힘만을 동력으로 비행하는 기장 8.9m, 기폭 

30.4m, 기고 3.5m의 인력비행기 스카이 러 를 설계․

제작하여 비행하 다. 스카이 러 는 속 동력에 

의한 인력비행이 가능하도록 가로세로비가 26.0인 매

우 긴 스팬의 장방형 날개, 조종 안정성을 고려한 

형의 수평  수직 동미익, 그리고 2개의 베벨기어 

박스를 채용한 단순한 동력 달 시스템, 그리고 직경 

3.2m의 로펠러로 구성되어 있다. 경량 소재인 

GFRP, CFRP, 우드락 등을 구조재로 사용하여 공허

량은 39.8kg이었다. 공식 비행기록은 비록 150m의 직

선 비행에 불과하지만 세계 5번째의 시도와 반의 

성공에 의의가 있다. 스카이 러  인력비행기의 제시

된 설계  제작에 활용된 경험과 기술은 유사한 기

체 구조를 갖는 태양 , 연료 지 등을 동력원을 사용

하는 장기체공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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