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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항공기 부문

Hard Landing이 항공기 구조물에 미치는 향성 연구

A Study of the Effects of Hard Landing on Aircraft Structure

                      오 용 규*       심 상 기**     신 기 수**

Yong-Kyu Oh      Sang-Ki Sim      Ki-Su Shin

Abstract

  Aircraft MLG and wing structures have been recognized as fatigue critical structures and exposed to the risk of 
fatigue crack initiation and propagation. Furthermore, these structures are frequently subjected to serious dynamic 
loading condition during a Hard Landing which may lead to their failure. Especially, structural integrity of MLG 
and wing components is decreased as the flight time increased because of the fatigue damage accumulated on the 
aircraf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Hard Landing on the MLG and wing components of aging aircraft were evaluated 
by using numerical approach. To achieve the aim, a finite element model has been developed and simulations were 
conducted by varying the landing condition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the high stress concentration 
phenomenon was occurred at the lower Side Brace of MLG. Thereby, the intensified inspection for the lower Side 
Brace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unexpected aircraft mishap.

Keywords : Stress, Fatigue Crack, Hard Landing, MLG(Main Landing Gear), Aircraft

1. 서 론

  항공기 주륜 착륙장치(Main Landing Gear)는 착륙 시 

발생하는 충격 하 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용 특성상 주륜 착륙장치에는 항공기 착륙시 많은 

피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된 피로는 균

열로 발 될 수 있어, 항공기 안 에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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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장기운  항공기의 경우 Hard Landing과 같

은 비정상 인 착륙 상황은 이러한 피로균열을 일시 

단으로 진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Hard Landing
이 주륜 착륙장치  날개에 미치는 향성을 정량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 응력 분포 특성에 

한 해석 결과는 장기운  항공기에 합한 정비를 

수행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에 도입되어 재 30년 이상 

운 된 항공기를 상으로 해석을 수행하 다. 항공기

의 착륙장치와 날개기골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한 후 강

체면에 충돌시켜 Hard Landing이 주륜 착륙장치  날

개에 미치는 향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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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배경

  충격이란 물체의 치, 속도 혹은 가속도가 갑작스

럽게 변화하여 짧은 순간에 많은 에 지가 물체에 

달되는 상을 말한다. 일반 으로 높은 충격 하 을 

받은 구조물의 경우 일부분 는 체 인 변형 상

을 겪기도 한다. 충돌 역학은 외부 역학과 내부 역학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외부역학에서는 충돌 항공기의 

강체운동과 주변 유체의 효과를 고려하여 충돌에 의

한 충격량과 에 지소산 정도를 평가한다. 반면 내부

역학에서는 충돌시 소산되는 에 지가 동체를 손상시

키는 상을 심으로 해석한다.

가. 외부역학

  충돌 후 기 운동에 지의 일부분은 피충돌체의 소

산에 지로 흡수되며(), 충돌체와 피충돌체는 충돌 

보다 작은 운동에 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충돌

을 비탄성 충돌이라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착륙장

치와 강체(바닥면)의 상을 비탄성 충돌 문제로 

다룬다. 충돌과정에서 외부역학  계는 운동량  

에 지 보존에 한 식 (1)과 (2)로 표 할 수 있다.

Momentum Equilibrium
∙

∙
 

∙
  (1)

Energy Equilibrium




∙∙ 


∙

 (2)

여기서,
   : Mass of striking body

   : Mass of struck body

   : Velocity of striking body prior to collision

   : Velocity of struck body prior to collision

   : Velocity of the combined striking and struck 

body after contact
   : Total Dissipated(of Absorbed) Energy due to 

Collision

나. 내부역학

  충돌의 내부 역학에 한 해석 방법은 간이식, 간이

해석법, 간이유한요소 해석법  비선형 유한요소 해

석법 등 네가지로 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물간의 , 재료  비선형성, 단 등의 상황을 가

장 합하게 표  할 수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법을 사용하 다.
  내부역학에서는 충돌시   손에 의해 소산

되는 에 지가 유발시키는 손상과 구조응답 문제를 

다루게 된다.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비가역  소산에

지()는 구조물의 소성변형, 압괴(Crushing), 찢김

(Tearing), 괴(Fracture) 등의 형태로 구조물 내부로 

흡수된다. 이 에 지는 소성변형 에 지(), 

감쇄(), 마찰(), 온도상승()의 합

으로 식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3)

여기서,
   : Total Dissipated(or Absorbed) Energy due to 

Collision
   : Plastic Strain Energy

    : Damping Energy

   : Friction Energy

   : Thermal Energy

3. 유한요소 모델링

가. 유한요소 모델

  본 연구는 착륙 진입각별로 주륜 착륙장치와 날개

에 발생하는 응력집  부   하  경로를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착륙장치의 타이어와 완충

기의 경우 강체 운동으로 묘사하 다. 한 본 연구의 

목 이 실제 응력집  부 와 검사 상 부 의 일치

성을 단하기 한 것이므로 착륙장치의 충격완화 

효과를 감안하여 실제 하 의 10%만을 부여 하 다. 
해석범 는 착륙 직 ․후 0.014 로 설정하 다. 항

공기 착륙 형태별 주륜 착륙장치  날개에 가해지는 

응력을 계산하기 해서는 다양한 착륙조건을 묘사하

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진입속도는 고정시

키고 진입각만을 변화시켜 해석을 진행하 다. 모델링

은 MSC. Patran(2008R2)으로 구 하 으며, 수치 해석

은 비선형 동 해석 로그램인 Nastran. Sol 700을 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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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과 Fig. 2는 본 연구를 해 사용된 날개와 착

륙장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은 날개 기골과 주

륜 착륙장치가 연결된 결합체 그리고 착륙장치가 

지하는 강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체면은 활주로를 

묘사한 것이다. 먼  날개 기골은 상 기종의 정비교

범에 명시되어 있는 제원에 따라 2D Surface로 단순화

하여 모델링하 다. 착륙장치의 경우 원통형으로 구성

되어 있어 3D Solid Mesh를 이용하여 FEA Model을 

구 하 다. 결과값의 수렴성 평가를 통해 각 모델의 

Mesh 크기는 1mm로 결정하 고 Node 수는 16,704개, 
Element 수는 12,744개이다

a) 날개 설계도

b) 모델링 형상

Fig. 1. 날개기골 유한요소모델

  Fig. 3은 착륙장치  날개 기골을 결합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날개 기골과 착륙장치 결합은 RBE2를 

사용하 다. RBE2는 연결부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요소망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강체 요소의 특성을 

갖고 있다.

a) 착륙장치 설계도

 

b) 모델링 형상

Fig. 2. 착륙장치 유한요소모델

날개기골

주륜 착륙장치

강체면

Fig. 3. 착륙장치 날개기골 결합 모델

  Fig. 4는 항공기 기골 부 별 재질 황이며, Table 
1은 각 재질별 물성치 자료이다. 항공기 기골별 물성

치는 정비교범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 다.

Fig. 4. 기골 부 별 재질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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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재질별 물성치

재질 Density
Poisson's

Ratio

Elastic 

Modulus

Tensile 

Strength

7075 
Aluminum 2.81g/cc 0.330 71.7GPa 228MPa

7049 
Aluminum 2.84g/cc 0.330 71.7GPa 517MPa

7175 
Aluminum 2.80g/cc 0.330 72.0GPa 590MPa

HY-TUF 
Steel 7.78g/cc 0.330 20.4GPa 1520MPa

나. 하   경계조건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하 을 13,000lbs로, 무게

심의 치를 MAC(Mean Aerodynamics Chord : 표 공

력시 ) 13%로 가정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경계조

건은 Fig. 5와 같이 바닥면은 X, Y, Z 축에 해 3자

유도를 구속하 으며, 항공기 날개  착륙장치의 구

조물에 해서는 C.G 에 의한 기울림을 방지하기 

해 Y축에만 2자유도(좌우방향)을 구속하 다.

X축

Y축Z축

C.G

Fig. 5. 유한요소해석 경계조건

4. 착륙 속도  진입각 설정

가. 착륙 속도 설정

  Fig. 6의 항공기 착륙속도는 공기 역학  특성을 반

한 그래 로 항공기의 량  무게 심 조건을 통

해 착륙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하 (13,000lbs)  무게 심(MAC 13%)을 고려시 

정한 착륙속도는 144knot이다.

Fig. 6. 항공기 착륙속도 Index

나. 착륙 진입각 설정

  Table 2는 항공기 착륙속도  진입각을 종합한 내

용이다. 항공기 착륙 진입각은 정비교범에 명시된 주

륜 착륙장치의 분당 하강율 한계치를 참조하여 계산

하 다. Hard Landing 조건은 미육군 ADS(Aeronautical 
Design Standard)에 명시된 자료를 용하 다.

Table 2. 해석 상 착륙 Type

구  분 Normal Maximum Hard Landing

진입각 약 2° 약 3° 약 5°

진입속도 144knots(=74.08m/s)

진속도 74.05m/s 74.01m/s 73.82m/s

하강속도 1.62m/s 3.04m/s 6.10m/s

5. 해석결과

가. 착륙장치 응력분포

  Fig. 7과 같이 착륙장치 응력집  상은 착륙 진입

각과 무 하게 Side Brace 부 에서 발생되었으며 응력

의 세기만 진입각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Table 3은 진입각별 Side Brace에 가해지는 응력크기

를 나타낸 것이다. Table에서 보인바와 같이 착륙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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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서 3°로 증가하는 경우 최 응력 값은 32%증가한 

반면 3°에서 5°로 증가한 경우에는 12%가 증가하여 

증가량이 감소하 다. 일반 으로 하강속도 증가시 착

륙장치 주 구조물(Strut)과 Side Brace에서 발생하는 응

력의 크기도 상승한다. 특히, Side Brace의 경우 착륙시 

발생하는 Spin-Up 효과로 인해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강속도 증가에 따른 부분의 하 은 주 

구조물에서 담당하나 일부 하 은 Side Brace에도 향

을 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체모습

b) 확 모습

Fig. 7. 착륙장치 응력집  부

Table 3. 진입각별 최 응력값(착륙장치)

진입각 2° 3° 5°

최 응력값 342Mpa 451Mpa 506Mpa

나. 날개 기골 응력분포

  Fig. 8은 진입각별 발생된 주요 응력집  부 와 최

응력 집 부 를 표시한 것이다. 진입각별로 응력집

 부 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진행되는 상이 확

인되었다. 응력이 발생되는 부 는 착륙장치 격실에서

부터 시작되어 날개 Root 부 로 분산되었다.

최 응력집 부
286Mpa

a) 진입각 2°

최 응력집 부
316Mpa

b) 진입각 3°

최 응력집 부
340Mpa

C) 진입각 5°

                          : 응력집  부

Fig. 8. 진입각별 응력집  부 (날개 기골)

다. 착륙장치  날개 기골 최 응력값 비교

  해석 결과 착륙장치의 최 응력값은 Fig. 9와 같이 

진입각이 2°, 3°, 5°인 경우 응력크기는 각각 342Mpa, 
451Mpa, 506Mpa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입각이 커

질수록 최 응력값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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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날개 기골에서의 최 응력값은 진입각이 2°, 3°, 
5° 증가하는 경우 각각 286Mpa, 316Mpa, 340Mpa로 상

으로 변화량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착륙 시 착륙장치에서 부분의 응력을 흡수하여 

날개 기골에 미치는 향성은 상 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9. 최 응력값 비교

라. 내부 에 지(Internal Energy) 분석

  Fig. 10은 진입각도별 내부에 지 흡수량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에서 보인바와 같이 착륙시 항공기 착륙

장치  날개 기골에 흡수되는 내부에 지는 진입각 

2°  3°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5°로 진입할 

경우에는 진입각 2°에서의 에 지 흡수량에 비해 약 2
배 가까운 양의 에 지가 내부로 흡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5° 진입의 경우 하강속도가 상승하여 날

개에 가해지는 외부에 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간 으로 이런 큰 에 지의 

흡수는 내부의 기골에 상당한 하 을 주게 되며 일시

단을 일으키는 주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단할 수 

있다.

진입각 5°

진입각 3°

진입각 2°지시

Fig. 10. 진입각별 내부에 지 흡수량

6. 결 론

  본 연구는 Hard Landing이 장기운  항공기의 주륜 

착륙장치와 날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

행되었다. 특히 항공기 진입 각도별 응력 집  부  

 크기를 평가하기 해 항공기 주륜 착륙장치  

날개에 한 FEA Model을 구 하고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 다. 연구 결과, 날개 기골의 경우 착륙 진입각

별 응력 크기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착륙장치는 진입

각별 응력수치가 크게 상승하 다. 특히 Hard Landing 
시 하강속도 증가에 따른 응력은 착륙장치 주 구조물

을 통해 날개 기골로 달된다. 그러나 착륙 시 발생

하는 Spin-Up 효과 등 일부 Side Load의 발생으로 Side 
Brace에 응력이 발생되었다.
  내부 에 지량은 정상착륙과 비교 시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므로 내부에 피로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일시 

단으로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단된다. 따

라서 Hard Landing 검 시 착륙장치의 Side Brace 부

에 한 비 괴 검사를 수행하는 등 보다 세 한 정

비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NIPA-2010-C1090-1021-0013)의 

연구결과로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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