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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공력-구조 연계 시스템을 이용한 소형항공기 날개
샌드위치구조 최적설계 

 

Optimization of Sandwich Structures of a Small Aircraft Wing using Automated Aero-
Structure Interac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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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design optimization of a composite sandwich has been performed for using 

as an airplane wing skin. Automated analysis framework for aero-structure interaction is used for 

calculating load data on the wing. For automated analysis framework, FLUENT is used for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analysis. CFD mesh is generated automatically by using 

parametric modeling of CATIA and GAMBIT. A computational structure mechanics (CSM) mesh is 

generated automatically by the parametric method of the CATIA and visual basic script of 

NASTRAN-FX. The structure is analyzed by ABAQUS. Composite sandwich optimization is 

performed by NASTRAN SOL200. Design variables are thicknesses of the sandwich core and 

composite skin panel plies. The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weight of the wing and constraints 

are applied for wing tip displacement, global failure index and local failure indexes. 

 

Key Words: Aero-Structure Interaction (공력-구조 연계), Composite Sandwich (복합재 샌드위치), Optimization (최적설계) 

 

 

1. 서론 

 

항공기는 중량에 따라 성능이 좌우되므로 구조

물의 중량을 줄일 수 있는 복합재료, 샌드위치 구

조물 등이 항공기 구조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복합재료는 기존의 금속재료에 비해 비강도, 비강

성이 월등하여 무게 절감이 가능하지만 허니콤 코

어 등과 함께 샌드위치 형태의 경량 구조물로 사

용될 경우 더 큰 무게 절감이 가능하다. 샌드위치 

복합재료는 무게 대비 굽힘 강성을 획기적으로 증

가시킬 수 있는 구조 형태로서, 굽힘 및 압축하중

을 받는 구조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단순적층 복

합재료 구조물 대비 최대 30% 가량의 중량절감이 

가능하여, 현재는 항공기의 2차 구조재료로서 주

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조의 골격이 되는 

1차 구조재료로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날개

나 꼬리날개와 같은 주구조물에 샌드위치구조 적

용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개발된 

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어면, 페어링, 객실 플로어 

패널 등의 이차구조물로부터 수직 및 수평 미익 

등의 주구조물에도 사용되고 있다.1-3 

폼 코어 복합재료 샌드위치 구조는 효과적인 

샌드위치 구조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Moldless” 기법으로 제작이 간편하다는 면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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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유리한 구조에 해당한다. 특히, 주익 및 동체의 

주구조물을 일체형으로 제작할 수 있어 소형항공

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4 

그러나 복합재료에서 기계적인 특성에 대한 신

뢰성 있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복합재료의 구조물 

설계 및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일반 금속재

료와는 상이한 거동 특성 및 다양한 파손 양상 등

으로 더욱 높은 난이도의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하중을 구할 수 있고 계

산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자동화된 공력-

구조 연계 시스템5을 이용하여 소형항공기의 주구

조물인 날개에 복합재료가 적층된 샌드위치구조를 

적용할 때 어떤 재질 및 어떤 사이즈로 채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때 어느 정도의 중

량 감소 효과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2. 하중 계산 

 

2.1 자동화된 공력-구조 연계 해석 시스템 

항공기 날개에 작용하는 하중을 정밀하게 계산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공력과 구조의 연계 해

석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날

개 외부형상은 CATIA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가로세로비, 테이퍼비, 후퇴각 등의 파라

미터를 설정하면 해석을 위한 외부 형상 모델이 

CATIA에서 자동생성 되도록 하였다. 공력해석을 

위한 격자는 GAMBIT, 공력해석은 FLUENT, 구조

해석을 위한 격자 생성은 NASTRAN FX, 구조해석

은 ABAQUS를 통해 변형된 날개가 수렴될 때까지 

공력-구조 연계 해석 시스템을 반복(Iteration)시켜 

수렴된 형상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력-구조 

연계 해석 시스템으로 구해진 하중 데이터를 가지

고 MSC NASTRAN의 구조해석으로 최적화를 수행

하였다. 공력-구조 모델 간의 하중 변환은 Volume 

spline method를 사용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공력 및 구조 해석을 순차적으로 통합 

제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모듈을 구성하였다. 

 

2.2 해석 모듈 

2.2.1 공력해석 모듈 

공력해석 모듈은 공력해석 격자생성과 유동장 

해석으로 구성하였다. 날개형상의 파라미터에 따

라 CATIA에서 생성된 외부형상을 GAMBIT에서 

 

Fig. 1 Optimization of sandwich wing structure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0 권 10 호 pp. 1061-1068 

 

 

October 2013  /  1063

받아서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유동장 해석을 

위한 격자를 생성하였고 유동장 해석은 CFD 상용 

패키지인 FLUENT를 사용하여 Navier-Stokes 모델

을 해석하였다.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서 형상

변형에 대한 격자의 유연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

였다. GAMBIT은 일반적인 하향식(top-down)과 상

향식(bottom-up)의 격자 생성 방식을 동시에 지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향식(bottom-up)

은 노드와 커넥터 순서의 조합으로 국부격자를 먼

저 생성하며, 도메인과 블록이 뒤이어 구성되어 

전체 격자가 완성된다. 

그러므로 국부적인 형상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격자의 변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형상 설계 변

수에 따른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신뢰

성이 높다. Fig. 2와 3은 GAMBIT의 스크립트 언어

로 유동장 해석을 위한 격자를 자동 생성한 그림

이다. 

 

2.2.2 구조해석 모듈 

구조해석 모듈은 CATIA에서 생성된 외부형상 

정보를 받아 3차원 항공기 날개의 유한요소모델의 

생성과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여 변위와 응력을 도

출한다. Fig. 4는 구조해석 모듈의 프로세스를 나타

낸 그림이다. 

유한요소모델은 NASTRAN-FX6의 비주얼 베이

직 자동화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스킨, 스파, 립, 

스트링거를 생성한다. 스파는 전단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받고, 립은 익형 형상을 유지하고 스킨의 

좌굴을 방지하며 외부 장착물 등으로 인한 집중하

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3차원 날개 모델의 내

부구성은 2개의 스파로 가정하고, 외부장착물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립을 구성하였다. 스파와 립의 

웹(web) 그리고 스킨(skin) 등의 2차원 구조물은 쉘 

요소(shell element)로, 스파와 립의 플렌지(flange)등

은 1차원 봉요소로, 스트링거(stringer)는 1차원 빔

요소로 이상화하였다. 특히 웹 및 스킨에 쉘 요소

 

Fig. 2 Overall CFD grid(GAMBIT) 

 

 

Fig. 3 Wing surface CFD grid 

Fig. 4 Process of structure analysis module 

 

Fig. 5 The analysis meshes for a wing structure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0 권 10 호 pp. 1061-1068 

 

 

October 2013  /  1064

의 사용으로 구조물의 굽힘 강성을 고려하여 실제 

상황에 가까운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Fig. 5는 날개 

형상을 유한 요소모델링 한 것이다. 

파라메트릭 기법에 의한 외부 형상 변화에 맞

추어 공력해석 결과인 압력을 하중변환 기법인 

Volume spline기법을 사용하여 구조하중으로 변환 

후 유한요소모델에 적용시켜 하중조건으로 설정하

였다. 구조해석은 ABAQUS를 사용하여 비선형 해

석을 수행하였다. 

재료 물성치는 상부스킨에는 높은 강도를 가지

며 기계가공성과 표면가공성이 좋은 Al 2024-T3를 

사용하였고, 하부스킨, 스파, 립, 스트링거에는 매

우 높은 강도를 가지며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구

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Al 7075-T6을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날개뿌리(root)부분의 6자유도

를 모두 구속하였다. 

 

2.3 하중전달모듈 

하중 조건은 공력해석의 정압을 하중변환모듈

을 사용하여 구조격자로 보간하여 사용하였다. 

3차원 항공기 날개의 형상 최적화 문제는 공력

과 구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

나 공력의 CFD (Computation Fluid Dynamics)와 구

조의 FEM (Finite Element Method)은 각자 계산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

진다. 일반적으로 격자모양과 격자수의 차이로 공

력해석 결과를 구조격자에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

로 Volume spline method를 적용하여 하중 변환모듈

로 구성하였다.7 

Volume spline method는 Surface spline method를 

한 차원 확장하여 3차원 형상을 직접 보간할 수 

있으며 2차원 보간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오차

나 추가 계산이 없어 구성이 간단하다. Fig. 6에서

와 같이 하중전달모듈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 정보와 공력해석 격자점의 압력계수를 고려하

여 구조물 격자에 대한 하중으로 변환시켜 그 하

중을 다시 구조물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때 압

력형식을 구조의 하중으로 적용하기 위해 Fig. 7과 

같이 구조 격자 쉘 요소의 중심점에 보간 하였다. 

하중적용은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내에서 자동

으로 구조격자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2.4 공력-구조 연계 시스템 

초기 날개 모델의 공력과 구조해석 후 변형된 

날개에 대한 공력해석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형된 날개의 형상에 맞게 공력격자를 재생성해

야 한다. 이 격자를 재생성하는 방법은 초기격자

를 변형하여 사용하는 격자 움직임(mesh moment) 

방법과 초기격자와 무관하게 전체격자를 다시 생

성(mesh regeneration)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격자의 재생성방법을 사용하였으며, GAMBIT

의 스크립트언어를 사용하여 빠르게 재생성되도록 

하였다. 

초기 날개 형상에서 공력해석에 의한 하중을 

구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날개의 변형된 형상을 구

하였다. 그리고 변형된 날개에서의 격자와 하중을 

새롭게 구한 후 두 번째 변형된 날개의 형상을 구

하였다. 이렇게 변형된 형상을 공력과 구조의 반

복계산(iteration)을 통해 변형된 날개 팁(tip)의 변위 

차이가 수렴 범위 이내에 들어오면 해석을 종료하

여 Fig. 8과 같이 최종 날개의 형상을 구하였다. 

Fig. 6 Structure of load transfer module 

Pressure 

Shell

Node 

Fig. 7 Pressure loa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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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teration by CFD-FEM interaction 

 

3. 샌드위치 구조 날개 최적설계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모델은 

독일 Flight Design사의 CTLS 날개로 스팬길이는 

28 feet, 가로세로비 7.29 이며 에어포일은 NACA 

2414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비행경계조건으로 해면

고도에서의 비행속도 150 km/h, 받음각 14o, 하중배

수 4를 적용하여 알루미늄 스킨의 항공기 날개 팁

에서의 변위를 확인 한 다음 날개의 스킨을 샌드

위치구조로 교체하여 날개 팁의 변위를 제약조건

으로 삽입하고 전역적 파괴와 국부 파괴(local 

failure)를 제약조건으로 추가 삽입하여 최종적으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3.1 알루미늄 스킨 날개의 해석 

샌드위치 구조물을 날개 스킨에 적용한 경우를 

해석하기에 앞서, Fig. 9와 같이 알루미늄 스킨의 

날개를 해석하여 날개의 팁에서 최대 변위를 구하

였다.  

항공기 날개 무게를 목적함수로 하고 스킨 두

께를 3.23mm으로, 전역적 파괴에 대한 안전여유

(margin of safety)를 30%로 설정하여 Tsai-Wu 파손 

지수가 0.77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약조건

으로 하여 최적화하였다. 이 모델에서 스파 웹 두

께는 2.0 mm, 립 웹 두께는 1.0 mm로 하였다. 알루

미늄 스킨의 최적화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3.2 샌드위치 날개의 최적화 문제 

알루미늄 스킨을 대체할 샌드위치구조의 스킨

은 Fig. 10과 같이 총 9개의 층(layer)으로 구성 되

었으며 상부 면재는 4개의 층으로 0o, 45o, -45o, 90o 

방향으로 적층, 중앙 코어는 1개의 층으로, 하부 

면재는 4개의 층으로 90o, -45o, 45o, 0o 로 상하부 면

재가 서로 대칭되게 적층하였다. 

 

Fig. 9 Wing tip displacement of aluminum wing analysis 

results 

 

Table 1 Analysis results for Aluminum CTLS wing 

 
Weight 

[kg] 

Wing tip 

Displacement [mm]

MSC NASTRAN

Analysis results 
108 23.9 

 

 

Fig. 10 Built-up sequence of skin layer 

 

3차원 항공기 날개의 형상 최적화를 위해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 설계변수(design variables), 

제약조건(constraints)을 아래와 같이 정의 하였다. 

• 목적함수: 3차원 항공기의 날개 무게를 목적

함수로 선정하였다. 항공기 날개를 구성하는 2개

의 스파와 립, 그리고 상하스킨의 무게 합이 목적

함수이다. 

• 설계변수 및 설계범위: 상하 스킨의 각 층별 

두께 16개와 코어의 두께 2개 총 18개의 설계변수

를 선택하였으며 샌드위치구조의 각 층과 코어의 

두께에 대한 상하한을 식(1)과 (2)와 같이 설정하

였다. 

 

     
0.005 ,

1,...,16 2.00

i
mm skin ply thickness x

i mm

≤

= ≤

 (1) 

 

 
17 18

0.005 , 20.0mm core thickness x x mm≤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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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조건: 제약조건은 날개의 변위, 전역적 

파괴와 Fig. 11의 각 국부 파괴를 선정하였다. 

먼저 날개의 변위는 앞서 알루미늄 스킨의 해

석으로 얻어진 결과를 식(3)과 같이 샌드위치구조

에 제약조건으로 설정하였고 전역적 파괴와 국부 

파괴에 대한 안전여유는 식(4)와 같이 30%로 설정

하였다. 

- 날개의 변위 
 

     23.9Wing tip displacement mm≤  (3) 

 

- 전역적 파괴 
 

0.77

( (1/ 1) 0.3)

Tsai Wu failure index

M argin of safety failure index

− ≤

= − =
  (4) 

 

- 국부적 파괴 

① 면재 항복/파괴(face yielding/fracture): 면재 

항복/파괴는 면재의 수직응력(normal stress)이 항복 

강도(yield strength)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f yfσ σ≤  (5) 

 

② 코어 전단 파괴(core shear failure): 코어 전단 

파괴는 폼에 발생하며, 주응력(principal stress)이 항

복 조건식을 만족할 때 발생한다.  
 

                
maxc ycτ τ≤  (6) 

 

③ 면재 주름(face wrinkling): 면재 주름은 면재

의 수직 응력이 국부 불안정 응력(local instability 

stress)에 도달하면 발생한다. 
 

              30.5f f c cE E Gσ ≤  (7) 

 

그러므로 주름이 생기는 하중(wrinkling load)은 

샌드위치 형상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면재와 코어

의 물성치만 관련된다. 주름에 주로 영향을 미치

는 부분은 코어이다. 

식(7)의 Ef 는 면재의 영 계수(Young’s modulus)

를 나타내고, Ec 와 Gc는 각각 코어의 영 계수와 

전단 계수(shear modulus)를 나타낸다. 

④ 면재 딤플링(Face dimpling): 면재 딤플링은 

허니콤(honeycomb) 또는 물결모양 샌드위치

(corrugated sandwich) 구조에서 발생된다.  

6각형 허니콤(hexagonal honeycombs)의 경우 좌

굴응력은 식(8)과 같다.8 

           

2

2

2

1

f f

f

f

E t

s
σ

ν

⎛ ⎞
≤ ⎜ ⎟

− ⎝ ⎠
 (8) 

 

여기서 s는 허니콤 셀 내부에 그려지는 원의 

반경을 나타내고 tf 는 면재의 두께, vf 는 면재의 푸

아송 비(Poisson’s ratio)를 나타낸다. 

각 국부 파괴 조건을 제약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constraint screening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모든 요소에 대하여 국부 파괴 값을 계산하

고, 이 중에서 screening 기능을 사용하여 국부 파

괴 값의 최대값을 구하여 이 값이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설정한다. Fig. 12는 각 영역(region)별로 허

용치(threshold, TRS)를 넘는 구속조건의 수(NSTR)

를 1로 하였을 때의 screening 방법을 나타낸다. 

 

3.3 최적화 결과 

샌드위치 구조의 상부 면재와 하부 면재로 사

용될 재료는 탄소 섬유인 carbon high tensile, 유리 

섬유인 E glass, 케블라 섬유 계열인 aramid K49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코어의 재료는 알루미늄 허니

콤, PVC 폼, 폴리우레탄 폼을 고려하였다. 

(a) (b) (c) (d) (e) 

(a) face yielding/fracture    (b) core shear failure 

(c), (d) face wrinkling      (e) face dimpling 

Fig. 11 Failure modes of sandwich panel 

 

Fig. 12 Establishment of local failure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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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timization results 

 Face Core 
Weight 

[kg] 

Thickness 

[mm] 

case1 
Carbon 

High tensile 

AL 

Honeycomb 

81.0 
upper 16.2

lower 10.9

case2 E glass 120 
upper 19.3

lower 9.67

case3 
Aramid 

K49 
90.5 

upper 20.2

lower 9.14

case4 
Carbon 

High tensile 

PVC 

Foam 

61.3 
upper 3.34

lower 3.86

case5 E glass 164 
upper 6.45

lower 7.55

case6 
Aramid 

K49 
88.1 

upper 6.07

lower 5.77

case7 
Carbon 

High tensile 

PU 

Foam 

58.6 
upper 3.58

lower 7.70

case8 E glass 166 
upper 6.50

lower 8.17

case9 
Aramid 

K49 
83.7 

upper 5.65

lower 5.73

 

Table 3 Critical constraint results 

 Maximum response 

constraint 

Maximum value of 

constraint 

case1 Face wrinkling 3.15E-03 

case2 Displacement 3.14E-03 

case3 Face wrinkling 6.03E-04 

case4 Global failure 2.95E-03 

case5 Displacement 3.05E-03 

case6 Global failure 2.75E-03 

case7 Global failure 7.58E-03 

case8 Displacement 2.38E-03 

case9 Global failure 2.65E-03 

 

샌드위치 복합재료를 적용한 스킨의 항공기 날

개를 최적화한 결과를 Table 2와 3에 나타내었으며 

각 경우의 결과 값들을 정리하였다. 

최적화 결과 case1, case3의 경우 코어의 강성이 

작아서 면재 주름이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

용하였다. 

면재로 E glass를 사용한 case2, 5, 8의 경우는 E 

glass의 강성이 작기 때문에 날개 팁에서의 변위가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면재는 carbon high tensile 또는 aramid K49를 사

용하고 코어는 PVC 또는 폴리우레탄 폼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한 case 4, 6, 7, 9의 경우 Tsai-Wu 파손 

지수가 가장 중요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고 국

부 파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Fig. 13은 알루미늄 스킨 날개의 무게와 샌드위

치 복합재료를 적용한 항공기날개의 무게를 비교

한 그래프이고, Fig. 14와 15는 알루미늄 스킨과 샌

드위치 복합재료를 적용한 스킨의 두께를 각각 비

교한 그래프이다. 

case4의 구조를 사용할 경우 알루미늄 스킨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부 스킨 두께는 0.11 

mm, 하부 스킨 두께는 0.63 mm 증가하나, 날개 중

량은 46.5 kg (43.2%) 감소하였으며 case7의 경우에

도 49.2 kg (45.7%)의 중량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3 Structure weight 

 

Fig. 14 Upper sandwich structure thickness 

 

Fig. 15 Lower sandwich structure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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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항공기 날개의 샌드위치구조 최적설계를 위해 

공력-구조 연계 해석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였으

며, 해석결과인 하중 데이터를 MSC NASTRAN의 

구조해석에 사용하여 최적화함으로써 항공기 중량 

감소라는 실제적 설계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 결과, 최종 변형된 날개의 형상으로 샌드위

치구조 최적설계를 진행하였고, 전역적 및 국부적 

파괴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더하였다. 중량감소를 

위한 재질변경문제에 있어서는 면재를 carbon fiber 

high tensile 또는 aramid K49을 사용하고 코어는 

PVC 폼 또는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였을 경우 

무게 대비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알루미늄 스킨 대비 43~46%의 무게 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항공

기 재료로 샌드위치 구조를 더욱 넓은 범위에 적

용하여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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