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6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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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build a drone platform based on an optimum design 

of its single arm. We assumed its single arm as a cantilevered beam with a tip 

mass. Based on the numerical optimization theory, we conducted validation and 

optimization of a new design by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similar ones 

obtained by ANSYS. Finally, this design is reflected in the control simulation, and 

the requirement of an optimum structural design considering the resonance 

situation is demonstrated. 

 

Nomenclature 

C1, C2, C3, C4  = Coefficients of the beam 

    deflection depending 

on B.C.’s 

Wmod, Amod   = Mode shape coefficients 

Bmod, wmod = Mode shape coefficients 

L       = Length of the beam 

K       = Stiffness of the beam 

meq   = Equivalent mass 

E   = Young’s modulus  

mmot   = Rotor mass 

I   = Polar moment of inertia  

mbeam   = Beam mass 

βn𝑙𝑙   = Coefficient of the natural 

Frequencies 

fk  = Inertia force vector 

Mg  = Mass matrix 

Ck  = Stiffness matrix 

Kk  = Stiffness matrix 

c   = Structural damping 

𝜌𝜌   = Density 

𝐴𝐴   = Area of the cross section 

Frotor   = Force acting on the rotor 

frotor   = Frequencies of the rotor  

�̂�𝑟   = Displacement vector in 

    Cartesian coordinate 

𝑖𝑖̂, 𝑗𝑗̂   = Unit vectors 

�̂�𝑣   = Velocity vector  

mde   = Payload or weapon mass 

θde   = Tilted angle from the 

     drone center of gravity 

𝑙𝑙de   = Distance between the  

drone and delivery 

location 

Kkin   = Kinetic energy 

P   = Potential energy  

LLagran   = Lagrangia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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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Gravity acceleration 

do   = Beam outter diameter 

din   = Beam inner diameter  

Tmass   = Total mass of the rotor  

arm 

v1~v8   = Upper and lower 

 bounds 

ri   = Discrepancy between the 

curve fit and the results by 

the CR beam 

yi   = Deflection predicted from  

the CR beam 

f(xi)   = Curve fitting equation 

a1   = Coefficient of the curve 

     fitting 

ωn   = Natural frequencies of the 

CR- beam 

ωex   = Excitation forcing  

    frequencies 

δ, η   = Phase delay  

A1   = Amplitude of the response 

yp   = Particular solution of the  

governing equation 

C(ωex)   = Amplitude of yp 

F0   = External force  

ζ   = Damping coefficient 

Q   = Quality factor 

ωdeliv   = Delivery natrual frequency  

ωrotor   = Rotor natrual frequency 

R1, R2   = Half power point 
X

𝛿𝛿𝑠𝑠𝑠𝑠
   = Amplitude ratio 

Ixx   = Mass moment of inertia  

θo′′   = Rotor arm angular  

    acceleration 

F1 , F3   = Thrust of the rotor 

amot, 𝑏𝑏𝑚𝑚𝑚𝑚𝑚𝑚  = Gain, pole of the motor 

θdeflection  = Angle by the rotor arm 

deflection at the tip 

FT   = Follower force  

by the rotor arm deflection 

  

1. 서 론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되어왔던 드론이 최근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산업 

및 민간용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활용 분야로는 기상관리와 인명구조 및 영상 

촬영 등이 있다. 특히 최근 Amazon 에서 택배 

드론을 통하여서 배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현재, 국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기술강국들과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상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기술개발 및 정책 추진 등을 

통해서 드론 시장에서 뛰어 들고 있다[1].  

국외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해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보유 중인 

소프트웨어 기술도 적으며,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사례가 적다[2].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자체적인 

하드웨어 설계를 위한 드론 비행체 중에서 

특히 로터 암(rotor-arm)에 대한 설계를 다음 

2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로터 암 끝단에 부착된 로터에서 발생하는 

가진이다. 둘째는 택배 드론과 무장 드론의 

중심에 무거운 중량의 유사하중을 지니고 기동 

중에 자세 변환 혹은 유사하중이 액체일 경우 

발생되는 가진이다. 이 2 가지 가진을 토대로 

최적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서 공진회피 설계와 

최적 형상 설계에 대한 자동화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CR-Beam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드론의 자세 제어 방법 중에 1 축 

제어(roll-control)을 통해 공진에 대한 실제 

반영률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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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이 장에서는 끝단에 모터가 부착된 로터 

암에 대한 모델링과 끝단에 가해지는 외부 

가진에 대한 모델링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며, 로터 암의 

목적함수와, 제한 함수, 구간 조건들을 주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CR-beam 으로부터 

도출한 tip 의 lateral direction 방향의 변위를 

비선형 최소 자승 법을 이용해서 곡선 

적합(curve fitting) 기법을 적용한다. 곡선 

적합을 이용하여 식으로 도출하고 steady-state 

상태에서 끝단 변위를 예측한다. 그리하여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또한 드론의 

자세 제어의 방법 중 하나인 1축 제어에 대한 

것과 CR-beam 반영 모델에 대해서 제시한다. 

2.1 이론적 배경 

2.1.1 로터 암의 모델링 

로터 암을 외팔보로 가정을 하고 Euler-

Bernoulli 보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4]. 1차원 

보 요소를 변위 4 차 미분 방정식과 시간 2 차 

미분의 연립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d4𝑊𝑊(𝑥𝑥)

𝑑𝑑𝑥𝑥4 − β4𝑊𝑊(𝑥𝑥) = 0 , 𝑑𝑑2𝑇𝑇(𝑡𝑡)
𝑑𝑑𝑡𝑡2 + 𝑤𝑤2𝑇𝑇(t) = 0 (1) 

𝑊𝑊(𝑥𝑥) = 𝐶𝐶1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𝑥𝑥 + 𝐶𝐶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𝑥𝑥 + 𝐶𝐶3𝑐𝑐𝑐𝑐𝑐𝑐ℎ𝑐𝑐𝑥𝑥 +
𝐶𝐶4𝑐𝑐𝑠𝑠𝑠𝑠ℎ𝑐𝑐𝑥𝑥     (2) 
𝑤𝑤(𝑥𝑥, 𝑡𝑡) = W(x)T(t)   
=  ∑ 𝑊𝑊𝑚𝑚𝑚𝑚𝑑𝑑(𝑥𝑥) ∗ (𝐴𝐴𝑚𝑚𝑚𝑚𝑑𝑑𝑐𝑐𝑐𝑐𝑐𝑐(𝑤𝑤𝑚𝑚𝑚𝑚𝑑𝑑𝑡𝑡) +∞

𝑛𝑛=1
𝐵𝐵𝑚𝑚𝑚𝑚𝑑𝑑𝑐𝑐𝑠𝑠𝑠𝑠(𝑤𝑤𝑚𝑚𝑚𝑚𝑑𝑑𝑡𝑡))    (3) 

 

식(1)~(3)을 도출한 후 x 를 외팔보 끝 단의 

길이(L)을 대입하게 되면 끝 단에서의 

운동방정식을 보를 무게가 없는 강성 

K(stiffness) 와 끝 단에만 있는 질량 meq 로 

가정해서 식 (4), (5)를 유도할 수 있다.  

 

 

Figure 1. Present beam model 

𝑚𝑚𝑒𝑒𝑒𝑒 ∗ �̈�𝑥 + K ∗ 𝑥𝑥 = 0;   (4) 

𝑤𝑤𝑒𝑒𝑒𝑒 = √ k
𝑚𝑚𝑒𝑒𝑒𝑒

, 𝐾𝐾 = 3𝐸𝐸𝐸𝐸
𝐿𝐿3 , 𝑤𝑤𝑒𝑒𝑒𝑒 = (𝑐𝑐𝑛𝑛𝐿𝐿)2 ∗ √ 𝐸𝐸𝐸𝐸

𝜌𝜌𝜌𝜌𝐿𝐿4, (5) 

𝑚𝑚𝑒𝑒𝑒𝑒 = 3
(𝛽𝛽𝑛𝑛𝐿𝐿)4 ∗ 𝑚𝑚𝑏𝑏𝑒𝑒𝑏𝑏𝑚𝑚 + 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6) 

mbeam = 𝜌𝜌𝐴𝐴𝐿𝐿,  
 𝑐𝑐𝑛𝑛𝑙𝑙 = coefficients of the natural frequencies 
 (7) 

 

식 (7) 은 식 (2)와 그에 해당하는 보 모델이 

가진 경계조건을 통해서 방정식을 정리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문헌 [4]을 통해 1 차 모드 

고유진동수부터 4 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계수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계수를 

이용하였다.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이론은 

Euler-Bernoulli 보를 사용하였다. 이 때 2.1.3에 

기술 되어있는 CR-beam 이론은 식 (8), (9)로 

쓸 수 있다.  

 

Mg�̈�𝑥 + 𝐶𝐶𝑔𝑔�̇�𝑥 + 𝐾𝐾𝑔𝑔𝑥𝑥 = 0    (8) 

Mg = ∂fk
∂ẍ  , Cg = ∂fk

∂�̇�𝑥  , Kg = 𝜕𝜕𝑓𝑓𝑘𝑘
𝜕𝜕𝑥𝑥   (9) 

 

식 (9)에서 구해지는 계수들 값은 CR-beam 의 

초기 회전각으로 생기는 비선형을 포함 하고 

있다. 이 때 로터 암 시스템의 경우에는 

변형이 적고 초기 회전각이 작은 것을 토대로 

식 (8)을 선형으로 가정하여서 로터 암의 

모델을 식 (10)으로 유도 했다. 

 

𝑚𝑚𝑒𝑒𝑒𝑒�̈�𝑥 + 𝑐𝑐�̇�𝑥 + 𝐾𝐾𝑥𝑥 = 0   (10) 

 

식 (10)을 이용하여서 2.2.3 의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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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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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이 장에서는 끝단에 모터가 부착된 로터 

암에 대한 모델링과 끝단에 가해지는 외부 

가진에 대한 모델링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소개하며, 로터 암의 

목적함수와, 제한 함수, 구간 조건들을 주어서 

최적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CR-beam 으로부터 

도출한 tip 의 lateral direction 방향의 변위를 

비선형 최소 자승 법을 이용해서 곡선 

적합(curve fitting) 기법을 적용한다. 곡선 

적합을 이용하여 식으로 도출하고 steady-state 

상태에서 끝단 변위를 예측한다. 그리하여 이 

결과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는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다. 또한 드론의 

자세 제어의 방법 중 하나인 1축 제어에 대한 

것과 CR-beam 반영 모델에 대해서 제시한다. 

2.1 이론적 배경 

2.1.1 로터 암의 모델링 

로터 암을 외팔보로 가정을 하고 Euler-

Bernoulli 보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4]. 1차원 

보 요소를 변위 4 차 미분 방정식과 시간 2 차 

미분의 연립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d4𝑊𝑊(𝑥𝑥)

𝑑𝑑𝑥𝑥4 − β4𝑊𝑊(𝑥𝑥) = 0 , 𝑑𝑑2𝑇𝑇(𝑡𝑡)
𝑑𝑑𝑡𝑡2 + 𝑤𝑤2𝑇𝑇(t) = 0 (1) 

𝑊𝑊(𝑥𝑥) = 𝐶𝐶1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𝑥𝑥 + 𝐶𝐶2𝑐𝑐𝑠𝑠𝑠𝑠𝑐𝑐𝑥𝑥 + 𝐶𝐶3𝑐𝑐𝑐𝑐𝑐𝑐ℎ𝑐𝑐𝑥𝑥 +
𝐶𝐶4𝑐𝑐𝑠𝑠𝑠𝑠ℎ𝑐𝑐𝑥𝑥     (2) 
𝑤𝑤(𝑥𝑥, 𝑡𝑡) = W(x)T(t)   
=  ∑ 𝑊𝑊𝑚𝑚𝑚𝑚𝑑𝑑(𝑥𝑥) ∗ (𝐴𝐴𝑚𝑚𝑚𝑚𝑑𝑑𝑐𝑐𝑐𝑐𝑐𝑐(𝑤𝑤𝑚𝑚𝑚𝑚𝑑𝑑𝑡𝑡) +∞

𝑛𝑛=1
𝐵𝐵𝑚𝑚𝑚𝑚𝑑𝑑𝑐𝑐𝑠𝑠𝑠𝑠(𝑤𝑤𝑚𝑚𝑚𝑚𝑑𝑑𝑡𝑡))    (3) 

 

식(1)~(3)을 도출한 후 x 를 외팔보 끝 단의 

길이(L)을 대입하게 되면 끝 단에서의 

운동방정식을 보를 무게가 없는 강성 

K(stiffness) 와 끝 단에만 있는 질량 meq 로 

가정해서 식 (4), (5)를 유도할 수 있다.  

 

 

Figure 1. Present beam model 

𝑚𝑚𝑒𝑒𝑒𝑒 ∗ �̈�𝑥 + K ∗ 𝑥𝑥 = 0;   (4) 

𝑤𝑤𝑒𝑒𝑒𝑒 = √ k
𝑚𝑚𝑒𝑒𝑒𝑒

, 𝐾𝐾 = 3𝐸𝐸𝐸𝐸
𝐿𝐿3 , 𝑤𝑤𝑒𝑒𝑒𝑒 = (𝑐𝑐𝑛𝑛𝐿𝐿)2 ∗ √ 𝐸𝐸𝐸𝐸

𝜌𝜌𝜌𝜌𝐿𝐿4, (5) 

𝑚𝑚𝑒𝑒𝑒𝑒 = 3
(𝛽𝛽𝑛𝑛𝐿𝐿)4 ∗ 𝑚𝑚𝑏𝑏𝑒𝑒𝑏𝑏𝑚𝑚 + 𝑚𝑚𝑚𝑚𝑚𝑚𝑡𝑡  (6) 

mbeam = 𝜌𝜌𝐴𝐴𝐿𝐿,  
 𝑐𝑐𝑛𝑛𝑙𝑙 = coefficients of the natural frequencies 
 (7) 

 

식 (7) 은 식 (2)와 그에 해당하는 보 모델이 

가진 경계조건을 통해서 방정식을 정리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문헌 [4]을 통해 1 차 모드 

고유진동수부터 4 차 모드의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계수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계수를 

이용하였다.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이론은 

Euler-Bernoulli 보를 사용하였다. 이 때 2.1.3에 

기술 되어있는 CR-beam 이론은 식 (8), (9)로 

쓸 수 있다.  

 

Mg�̈�𝑥 + 𝐶𝐶𝑔𝑔�̇�𝑥 + 𝐾𝐾𝑔𝑔𝑥𝑥 = 0    (8) 

Mg = ∂fk
∂ẍ  , Cg = ∂fk

∂�̇�𝑥  , Kg = 𝜕𝜕𝑓𝑓𝑘𝑘
𝜕𝜕𝑥𝑥   (9) 

 

식 (9)에서 구해지는 계수들 값은 CR-beam 의 

초기 회전각으로 생기는 비선형을 포함 하고 

있다. 이 때 로터 암 시스템의 경우에는 

변형이 적고 초기 회전각이 작은 것을 토대로 

식 (8)을 선형으로 가정하여서 로터 암의 

모델을 식 (10)으로 유도 했다. 

 

𝑚𝑚𝑒𝑒𝑒𝑒�̈�𝑥 + 𝑐𝑐�̇�𝑥 + 𝐾𝐾𝑥𝑥 = 0   (10) 

 

식 (10)을 이용하여서 2.2.3 의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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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외부 가진 모델링 

 암 끝에 부착되어 있는 로터의 가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진동은 실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측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 양상은 

대체적으로 로터에 부착된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RPM 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진 

주파수를 가진다. 로터마다, 드론의 기체에 

따라 기동에 쓰이는 RPM 은 다르지만 조사한 

모터들의 최저 RPM 구간과 최고 RPM 구간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이 때에 로터의 경우 

택배 드론에 쓰일 수 있는 추력을 지닌 경우로 

설정했다. 정확한 하중을 추정할 수 없어서, 

모터 무게만큼 가진 하는 상황을 최악조건으로 

가정하여 식 (11)을 도출하였다. 

 
Frotor = 5 ∗ sin(2𝜋𝜋𝑓𝑓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𝑡𝑡),   

frotor = (rpm range)/60     (11) 
1890 ≤ rpm range ≤ 3350 

 

또한 유상하중이 부가된 비행체의 경우 Figure 

2로 가정하여 식 (12)~(18)를 도출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MOTOR [15, 16] 

 Prop 

size[in] 

Throttl

e 

Thrust 

[G] 

RPM 

T-

motor 

U-11 

30*10.

5 CF 

50% 3065 1890 

55% 3685 2073 

60% 4314 2247 

65% 5258 2469 

75% 6875 2820 

85% 8567 3113 

100% 10895 3503 

T-

motor 

U-10 

29*9.5 

CF 

50% 3130 2000 

65% 4800 2500 

75% 6020 2800 

85% 7360 3070 

100% 9850 3350 

 

 

Figure 2. Modeling of a heavy mass  

 

 
Figure 3. Co-Rotational beam 

 

�̂�𝑟 = 𝑙𝑙𝑑𝑑𝑑𝑑 sin(𝜃𝜃𝑑𝑑𝑑𝑑) 𝑖𝑖̂ − 𝑙𝑙𝑑𝑑𝑑𝑑 cos(𝜃𝜃𝑑𝑑𝑑𝑑) 𝑗𝑗̂  (12) 

�̂�𝑣 = 𝑙𝑙𝑑𝑑𝑑𝑑𝜃𝜃𝑑𝑑𝑑𝑑̇ 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𝑑𝑑𝑑𝑑) 𝑖𝑖̂ − 𝑙𝑙𝑑𝑑𝑑𝑑𝜃𝜃𝑑𝑑𝑑𝑑̇ 𝑐𝑐𝑠𝑠𝑠𝑠(𝜃𝜃𝑑𝑑𝑑𝑑) 𝑗𝑗̂ (13) 

𝐾𝐾𝑘𝑘𝑘𝑘𝑘𝑘 = 1
2 𝑚𝑚𝑑𝑑𝑑𝑑�̂�𝑣�̂�𝑣 = 1

2 𝑚𝑚𝑙𝑙2𝜃𝜃𝑑𝑑𝑑𝑑̇
2 ,  

 𝑃𝑃 = −𝑚𝑚𝑚𝑚𝑙𝑙𝑑𝑑𝑑𝑑𝑐𝑐𝑐𝑐𝑐𝑐(𝜃𝜃𝑑𝑑𝑑𝑑)    (14) 
LLargran = 𝐾𝐾𝑘𝑘𝑘𝑘𝑘𝑘 − 𝑃𝑃     

Lagrangian  :
𝑑𝑑

𝑑𝑑𝑟𝑟 (𝜕𝜕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𝜃𝜃𝑑𝑑𝑑𝑑̇

) − 𝜕𝜕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𝐿
𝜕𝜕𝜃𝜃𝑑𝑑𝑑𝑑

=0 (15) 

𝑚𝑚𝑑𝑑𝑑𝑑𝑙𝑙𝑑𝑑𝑑𝑑
2 𝜃𝜃𝑑𝑑𝑑𝑑̈ + 𝑚𝑚𝑑𝑑𝑑𝑑𝑚𝑚𝑙𝑙𝑑𝑑𝑑𝑑

2 sin(𝜃𝜃) = 0, 

𝜃𝜃𝑑𝑑𝑑𝑑̈ + 𝑔𝑔
𝑙𝑙 ∗ sin(𝜃𝜃𝑑𝑑𝑑𝑑) = 0   (16) 

sin(𝜃𝜃𝑑𝑑𝑑𝑑) ≅ 𝜃𝜃𝑑𝑑𝑑𝑑 ,𝜃𝜃𝑑𝑑𝑑𝑑̈ + 𝑔𝑔
𝑙𝑙𝑑𝑑𝑑𝑑

∗ 𝜃𝜃𝑑𝑑𝑑𝑑 = 0  (17) 

Fde = 𝑚𝑚𝑑𝑑𝑑𝑑𝑚𝑚𝑐𝑐𝑠𝑠𝑠𝑠(𝜃𝜃𝑑𝑑𝑑𝑑) ∗ sin (2 𝜋𝜋√ 𝑔𝑔
𝑙𝑙𝑑𝑑𝑑𝑑

𝑡𝑡) 

 (18) 

 

2.1.3 CR-beam 해석 기법 

 

CR-beam 은 기하학적 비선형 구조해석 

기법이다 [3]. 구조물의 기하학적 형상을 강체 

운동, 변형운동의 독립적인 관계로 해석을 

하고, 다양한 조화 가진에 대한 응답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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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0

1

2

3

4

5

3 4 5

E(
Ev

)

R(Å)

HF

pbe

b-lyp

b3-lyp

제 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진행할 수 있다. 2.1.1 에서 소개하였던 선형적 

가정을 이용하여 결과 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Figure 4. Design optimization flowchart 

2.2 최적화 이론 

2.2.1 최적화 문제 설정 

 최적화 설계는 2 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외부 가진을 회피하면서 물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 고유 진동수 

값을 도출하는 공진회피 설계이며 두 번째는 

끝 단 변위의 최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적 형상 

설계이다[10]. 

 

2.2.2 공진 회피 설계 

 식 (5)를 활용하여서 Figure 4 의 그림을 충족 

시키는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번 논문에서 

진행한 최적화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식 

(19)~(23)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최적화는 

단면형상은 원형 튜브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식 (19)의 기호는 원형 튜브의 밖의 지름을 

do로 표현했고, din의 경우에는 안쪽 지름이다. 

L 은 로터 암의 길이이며, mmot 의 경우에는 

끝단 질량을 나타낸다. 식 (20)은 식 (5), 

(6)에서 구해지는 고유 진동수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식 (21), 

(22)의 경우에는 원형 튜브의 두께의 제한과 

총 질량의 제한 조건이다. 식 (23)의 경우에는 

각 물성치의 상한, 하한조건을 표현하였다.  

 

 

최대화 수행: f(X) 

𝑋𝑋 = (𝑑𝑑𝑜𝑜, 𝑑𝑑𝑖𝑖𝑖𝑖, 𝐿𝐿,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19) 

𝑓𝑓(𝑋𝑋) = √3𝐸𝐸
𝐿𝐿3 ∗

𝜋𝜋
64(𝑑𝑑𝑜𝑜4−𝑑𝑑𝑖𝑖

4)
(𝜌𝜌𝜋𝜋

4 (𝑑𝑑𝑜𝑜2−𝑑𝑑𝑖𝑖
2)𝑙𝑙∗ 3

(βn𝑙𝑙)4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20) 

구속 조건 

𝑑𝑑𝑜𝑜 − 𝑑𝑑𝑖𝑖 ≤ 𝑡𝑡ℎ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𝑚𝑚𝑚𝑚)    (21) 
𝜌𝜌𝜌𝜌
4 ∗ (𝑑𝑑𝑜𝑜

2 − 𝑑𝑑𝑖𝑖
2) ∗ 𝐿𝐿 +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 𝑇𝑇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𝑖𝑖𝑘𝑘) ≤ 0  (22) 

상한, 하한 조건 
v1 ≤ do ≤ v2 , v3 ≤ di ≤ v4 ,  
v5 ≤ L ≤ v6 , v7 ≤ mmot ≤ v8   (23) 

 

각 수식에 있는 변수 중 X 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사용자가 입력으로 주는 값들이다.  

고유진동수에 대한 최대화를 위해서 목적 

함수를 식 (20)와 같이 설정하였다. 식 (20)을 

설정한 방법은 식 (5), (6)을 이용하였다. 강성 

K는 식(5)에 있는 항을 통해서 분할할 수 있다. 

또한 등가 질량 meq 는 식 (6)을 이용하면 

분할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식 (20)를 

도출할 수 있다. 튜브 형태의 로터 암에 대한 

두께 조건과, 로터 암 총 질량의 제한의 

구속조건을 주어서 실제 설계의 성격을 

반영하였다.   

 공진 회피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가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RPM 에 의한 가진과 유상하중에 의한 가진 

주파수 범위 설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로터 

가진의 경우는 최저 혹은 최고 RPM 과는 30% 

이상 분리된 곳, 그리고 유상하중의 경우는 

3~5 배 정도 분리된 위치로 가정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택배의 경우 최대한 멀리 분리된 위치로 

고유진동수가 위치하도록 설계하는 이유는, 

외부 가진으로 유입하는 주파수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여 고유진동수가 높을수록 끝단의 

변형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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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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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할 수 있다. 2.1.1 에서 소개하였던 선형적 

가정을 이용하여 결과 해석을 진행할 것이다. 

 

Figure 4. Design optimization flowchart 

2.2 최적화 이론 

2.2.1 최적화 문제 설정 

 최적화 설계는 2 가지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외부 가진을 회피하면서 물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 고유 진동수 

값을 도출하는 공진회피 설계이며 두 번째는 

끝 단 변위의 최소를 목적으로 하는 최적 형상 

설계이다[10]. 

 

2.2.2 공진 회피 설계 

 식 (5)를 활용하여서 Figure 4 의 그림을 충족 

시키는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번 논문에서 

진행한 최적화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식 

(19)~(23)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최적화는 

단면형상은 원형 튜브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식 (19)의 기호는 원형 튜브의 밖의 지름을 

do로 표현했고, din의 경우에는 안쪽 지름이다. 

L 은 로터 암의 길이이며, mmot 의 경우에는 

끝단 질량을 나타낸다. 식 (20)은 식 (5), 

(6)에서 구해지는 고유 진동수를 이론적으로 

나타낸 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식 (21), 

(22)의 경우에는 원형 튜브의 두께의 제한과 

총 질량의 제한 조건이다. 식 (23)의 경우에는 

각 물성치의 상한, 하한조건을 표현하였다.  

 

 

최대화 수행: f(X) 

𝑋𝑋 = (𝑑𝑑𝑜𝑜, 𝑑𝑑𝑖𝑖𝑖𝑖, 𝐿𝐿,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19) 

𝑓𝑓(𝑋𝑋) = √3𝐸𝐸
𝐿𝐿3 ∗

𝜋𝜋
64(𝑑𝑑𝑜𝑜4−𝑑𝑑𝑖𝑖

4)
(𝜌𝜌𝜋𝜋

4 (𝑑𝑑𝑜𝑜2−𝑑𝑑𝑖𝑖
2)𝑙𝑙∗ 3

(βn𝑙𝑙)4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20) 

구속 조건 

𝑑𝑑𝑜𝑜 − 𝑑𝑑𝑖𝑖 ≤ 𝑡𝑡ℎ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𝑖(𝑚𝑚𝑚𝑚)    (21) 
𝜌𝜌𝜌𝜌
4 ∗ (𝑑𝑑𝑜𝑜

2 − 𝑑𝑑𝑖𝑖
2) ∗ 𝐿𝐿 +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 𝑇𝑇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𝑖𝑖𝑘𝑘) ≤ 0  (22) 

상한, 하한 조건 
v1 ≤ do ≤ v2 , v3 ≤ di ≤ v4 ,  
v5 ≤ L ≤ v6 , v7 ≤ mmot ≤ v8   (23) 

 

각 수식에 있는 변수 중 X 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사용자가 입력으로 주는 값들이다.  

고유진동수에 대한 최대화를 위해서 목적 

함수를 식 (20)와 같이 설정하였다. 식 (20)을 

설정한 방법은 식 (5), (6)을 이용하였다. 강성 

K는 식(5)에 있는 항을 통해서 분할할 수 있다. 

또한 등가 질량 meq 는 식 (6)을 이용하면 

분할이 가능하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식 (20)를 

도출할 수 있다. 튜브 형태의 로터 암에 대한 

두께 조건과, 로터 암 총 질량의 제한의 

구속조건을 주어서 실제 설계의 성격을 

반영하였다.   

 공진 회피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부 

가진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RPM 에 의한 가진과 유상하중에 의한 가진 

주파수 범위 설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로터 

가진의 경우는 최저 혹은 최고 RPM 과는 30% 

이상 분리된 곳, 그리고 유상하중의 경우는 

3~5 배 정도 분리된 위치로 가정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택배의 경우 최대한 멀리 분리된 위치로 

고유진동수가 위치하도록 설계하는 이유는, 

외부 가진으로 유입하는 주파수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여 고유진동수가 높을수록 끝단의 

변형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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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식 (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PM 의 

경우 설계하는 고유진동수보다 높기에 최대한 

공진 영역을 피하는 지역에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마진을 30%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2.3 최적 형상 설계 

최적 형상 설계의 경우는 곡선 적합 방식 

중에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해서 CR-beam 설계를 수행하였다. 곡선 

적합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CR-beam으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를 통해서 수학적 모델을 유도 

할 수 있다. 이 때 유도된 수학 모델의 식은 

(10)을 통해서 구해졌고 해의 수식은 (25)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최소 자승법은 식 (24)을 

최소화하는 식 (25)를 찾는 방법이다[12]. 이 

때 식 (25)는 2계 미분 방정식의 비 제차 해와 

제차 해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 𝑟𝑟𝑖𝑖
2 =

𝑛𝑛

𝑖𝑖=1
∑(𝑦𝑦𝑖𝑖 – 𝑓𝑓(𝑥𝑥𝑖𝑖))2

𝑛𝑛

𝑖𝑖=1
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𝑚 ∑ 𝑟𝑟𝑖𝑖

2
𝑛𝑛

𝑖𝑖=1
 

(24) 

𝑓𝑓(𝑥𝑥𝑖𝑖) = 𝐴𝐴1𝑚𝑚−𝑎𝑎1∗𝑤𝑤𝑛𝑛𝑥𝑥𝑖𝑖(𝑐𝑐𝑐𝑐𝑐𝑐(𝑤𝑤𝑛𝑛 ∗𝑥𝑥𝑖𝑖 − 𝛿𝛿)) +  

𝐵𝐵𝑐𝑐𝑐𝑐𝑐𝑐(𝑤𝑤𝑒𝑒𝑥𝑥𝑥𝑥𝑖𝑖 − 𝜂𝜂)    (25) 

 

이를 이용하여서, 정상 상태일 때의 끝단의 

변위를 비 제차 해의 크기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일 때의 끝단의 변위는 식 

(26), (27)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𝑦𝑦𝑝𝑝 = 𝐶𝐶 ∗ cos(𝑤𝑤𝑒𝑒𝑥𝑥𝑡𝑡 − 𝜂𝜂)    (26) 

𝐶𝐶(𝑤𝑤𝑒𝑒𝑥𝑥) = 𝐹𝐹0

√𝑚𝑚𝑒𝑒𝑒𝑒𝑒𝑒
2 (𝑤𝑤𝑛𝑛2−𝑤𝑤2)2+𝑤𝑤2𝑐𝑐2

  (27) 

 

식 (27)은 식 (26)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외부 가진이 한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유입함으로써 식 (27)은 식 

(28)로 변경할 수 있다.  

 

𝐶𝐶 = 𝐹𝐹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𝑚𝑚𝑒𝑒𝑒𝑒𝑒𝑒
2 (𝑤𝑤𝑛𝑛2−𝑤𝑤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2 )2+𝑤𝑤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2 𝑐𝑐2

 + ⋯    

𝐹𝐹𝑑𝑑𝑒𝑒𝑑𝑑𝑖𝑖𝑑𝑑

√𝑚𝑚𝑒𝑒𝑒𝑒𝑒𝑒
2 (𝑤𝑤𝑛𝑛2−𝑤𝑤𝑑𝑑𝑒𝑒𝑑𝑑𝑖𝑖𝑑𝑑

2 )2+𝑤𝑤𝑑𝑑𝑒𝑒𝑑𝑑𝑖𝑖𝑑𝑑
2 𝑐𝑐2

, c = 2ζwn𝑚𝑚   (28) 

 

식 (28)에서는 c 라는 물성치가 있는데, 이는 

구조적 감쇠를 나타낸다. 이 물성치는 ζ , 즉 

감쇠 계수를 파악하지 못하여서 직접 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식 (25)에 a1은 ζ로 볼 수 

있기에 CR-beam 해석 결과를 곡선 적합 

방식을 이용한다면 c 에 대한 물성치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C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다.  

이 때 ζ가 매우 작으면 c 역시 0 으로 볼 수 

있기에 식 (28)는 식 (29)으로 간략화가 

가능하다. 

 

C = 𝐹𝐹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𝑚𝑚𝑒𝑒𝑒𝑒𝑒𝑒
2 (𝑤𝑤𝑛𝑛2−𝑤𝑤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2 )2 + 𝐹𝐹𝑑𝑑𝑒𝑒𝑑𝑑𝑖𝑖𝑑𝑑

√𝑚𝑚𝑒𝑒𝑒𝑒𝑒𝑒
2 (𝑤𝑤𝑛𝑛2−𝑤𝑤𝑑𝑑𝑒𝑒𝑑𝑑𝑖𝑖𝑑𝑑

2 )2 (29) 

 

 따라서 공진 회피 설계를 거쳐서 얻은 CR-

beam 해석 결과를 곡선 적합을 통해서 식 

(29)의 도출이 가능해지고, 이 식 (29)을 설계 

기준보다 작게 만드는 최적 형상 설계 과정을 

진행하였다.  

최적 형상 설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2.2 장에서 공진 회피 설계 조건을 정할 때 

고유 진동수를 RPM 의 70%로 선정했다. 그 

이유는 설계 전에 로터 암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유 마진을 더 허용하였다. 하지만 

실제 모델링을 통해서 로터 암의 응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2.2.2 에서 주었던 

설계조건보다 고유진동수의 경계 범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때 적용할 수식은 

다음과 같다[4].  

  

( X
𝛿𝛿𝑠𝑠𝑟𝑟

)
𝑚𝑚𝑎𝑎𝑥𝑥

≅ ( 𝑋𝑋
𝛿𝛿𝑠𝑠𝑟𝑟

)
𝑤𝑤=𝑤𝑤𝑛𝑛

= 1
2∗𝜁𝜁 = 𝑄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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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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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Factor 라고 불리는 Q 를 통해서 Half 

power points 를 정해 줄 수 있다. 이 때 Half 

power points 사이는 공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30)을 

 
Figure 5. Optimization procedure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식 (31)처럼 정리 할 수 

있다. 

  
R1 − R2 = 2ζwn, (Assume ∶  ζ < 0.05)       
(31) 

 

이 이론은 식 (31)에 나온 것처럼 감쇠 계수가 

작아야 한다는 가정이 함께 적용되었다. 만약 

Table 7 의 가정을 만족한다면, 공진 위험 

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유 진동수를 증가시키면서 

끝단의 변위를 줄일 수 있는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2.2.3 반복 설계의 추가 

 공진 회피 설계와, 최적 형상 설계를 

자동적으로 하는 절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Figure 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설계하려는 로터 암의 공진 회피 

설계 조건과 최적 형상 설계 조건을 설정하여, 

최적화 절차는 먼저 공진 회피 설계를 식 

(20)에 근거해서 진행하였다. 공진 회피 설계가 

끝나면 EDISON CR-Beam 에 필요한 입력 

파일을 생성하고, 결과를 제공하였다. 해석이 

완료되면 해당 결과를 제공받아 FFT 를 거쳐서 

진동수 해석을 수행하고, 곡선 적합 방식을 

통해서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한다. 이 때 끝 

단의 변위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에는 

반복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최적 형상 설계에서 

제시하였던 Quality factor 방법을 이용하여서 

임의의 단계만큼씩 고유 진동수를 증가시켜서 

끝단의 변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 설계 

절차를 수행하여서 공진 회피 설계와 최적 

형상 설계 모두를 만족 시키는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2.3 제어 이론 

드론의 1 축의 동역학적 방정식은 다음 

식(32)처럼 표현 할 수 있다.  

 

𝐼𝐼𝑥𝑥𝑥𝑥𝜃𝜃𝑜𝑜
′′ = 𝐿𝐿(𝐹𝐹1 − 𝐹𝐹3)          (32) 

Ixx = 𝐼𝐼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𝑚𝑚𝑏𝑏𝑐𝑐𝑏𝑏𝑏𝑏𝐿𝐿2 + 𝑚𝑚𝑏𝑏𝑜𝑜𝑐𝑐𝐿𝐿2          (33) 

Icent = (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
12 ) ∗ (3 ∗ (𝑅𝑅2

2 + 𝑅𝑅1
2) + 𝐿𝐿2)   (34) 

 

식 (32) 는 roll 각도에 대한 동역학적 

방정식을 나타낸다. Ixx 의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이고, F1, 𝐹𝐹3 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이다. 식 (33)의 등변의 우측 맨 끝 항은 

모터를 절점(point mass)으로 가정하고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식 (34) 는 원형 

튜브의 중간 지점에서의 관성 모멘트이다. 

구동기는 로터 암에 많이 사용되는 

BLDC 모터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BLDC 모터에 대한 모델은 실제 실험 결과에 

기반해서 전달함수를 1 차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14]. 따라서 모터의 전달함수는 식 

(35)와 같다.  

 

Transfunctionmotor(s) = amot
𝑠𝑠+𝑏𝑏𝑏𝑏𝑚𝑚𝑚𝑚

  (35) 

 

이 때, [14]을 통해서 a, b 의 관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a = b = 15 즉 4~5Hz 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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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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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Factor 라고 불리는 Q 를 통해서 Half 

power points 를 정해 줄 수 있다. 이 때 Half 

power points 사이는 공진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30)을 

 
Figure 5. Optimization procedure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식 (31)처럼 정리 할 수 

있다. 

  
R1 − R2 = 2ζwn, (Assume ∶  ζ < 0.05)       
(31) 

 

이 이론은 식 (31)에 나온 것처럼 감쇠 계수가 

작아야 한다는 가정이 함께 적용되었다. 만약 

Table 7 의 가정을 만족한다면, 공진 위험 

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고유 진동수를 증가시키면서 

끝단의 변위를 줄일 수 있는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2.2.3 반복 설계의 추가 

 공진 회피 설계와, 최적 형상 설계를 

자동적으로 하는 절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Figure 5 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설계하려는 로터 암의 공진 회피 

설계 조건과 최적 형상 설계 조건을 설정하여, 

최적화 절차는 먼저 공진 회피 설계를 식 

(20)에 근거해서 진행하였다. 공진 회피 설계가 

끝나면 EDISON CR-Beam 에 필요한 입력 

파일을 생성하고, 결과를 제공하였다. 해석이 

완료되면 해당 결과를 제공받아 FFT 를 거쳐서 

진동수 해석을 수행하고, 곡선 적합 방식을 

통해서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한다. 이 때 끝 

단의 변위가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 할 때에는 

반복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최적 형상 설계에서 

제시하였던 Quality factor 방법을 이용하여서 

임의의 단계만큼씩 고유 진동수를 증가시켜서 

끝단의 변위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 설계 

절차를 수행하여서 공진 회피 설계와 최적 

형상 설계 모두를 만족 시키는 결과 값을 

도출하였다. 

2.3 제어 이론 

드론의 1 축의 동역학적 방정식은 다음 

식(32)처럼 표현 할 수 있다.  

 

𝐼𝐼𝑥𝑥𝑥𝑥𝜃𝜃𝑜𝑜
′′ = 𝐿𝐿(𝐹𝐹1 − 𝐹𝐹3)          (32) 

Ixx = 𝐼𝐼𝑐𝑐𝑐𝑐𝑐𝑐𝑐𝑐 + 𝑚𝑚𝑏𝑏𝑐𝑐𝑏𝑏𝑏𝑏𝐿𝐿2 + 𝑚𝑚𝑏𝑏𝑜𝑜𝑐𝑐𝐿𝐿2          (33) 

Icent = (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
12 ) ∗ (3 ∗ (𝑅𝑅2

2 + 𝑅𝑅1
2) + 𝐿𝐿2)   (34) 

 

식 (32) 는 roll 각도에 대한 동역학적 

방정식을 나타낸다. Ixx 의 경우에는 관성 

모멘트이고, F1, 𝐹𝐹3 는 모터에서 발생하는 

추력이다. 식 (33)의 등변의 우측 맨 끝 항은 

모터를 절점(point mass)으로 가정하고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식 (34) 는 원형 

튜브의 중간 지점에서의 관성 모멘트이다. 

구동기는 로터 암에 많이 사용되는 

BLDC 모터를 적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BLDC 모터에 대한 모델은 실제 실험 결과에 

기반해서 전달함수를 1 차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14]. 따라서 모터의 전달함수는 식 

(35)와 같다.  

 

Transfunctionmotor(s) = amot
𝑠𝑠+𝑏𝑏𝑏𝑏𝑚𝑚𝑚𝑚

  (35) 

 

이 때, [14]을 통해서 a, b 의 관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a = b = 15 즉 4~5Hz 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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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을 지니고 있는 모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축에 대한 제어기의 Flow Loop 는 Figure 

6 에서 볼 수 있다. 이 때 모터의 추력 

제어기와 1 축에 대한 제어기는 [14]에 구성 

있는 방식을 이용해 진행하였다. 축의 

전달함수는 식 (36)으로 표현 할 수 있다.  

 
θ0(𝑠𝑠)

𝑠𝑠2 = L
Ixx

∗ (𝐹𝐹1 − 𝐹𝐹2) + 𝐿𝐿(𝐹𝐹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𝐹𝐹𝑑𝑑𝑑𝑑)  (36) 

 

따라서 순수 적분기로 표현되는 식 (36)의 

왼쪽 변의 분모 표현은 불안정한 시스템이다. 

그 이유는 극점이 0 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 추력제어를 

먼저 진행하였다. PI 제어기를 적용하여서 식 

(35)을 분모가 2 차로 구성된 전달함수로 

변환하였다. 이 때 제어기를 통해 옮겨진 

극점의 위치는 모터의 극점의 1.5 배 정도로 

설정하여서 진행하였다.  

 모터 추력제어를 완료한 후, 식 (36)을 

제어하기 위하여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외란이 

없는 식으로 구성하여서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개선된 PID 형태로 설계했으며 수식은 (37)과 

같다. 

 

Controller − (Kp + 𝐾𝐾𝐼𝐼
𝑠𝑠 ) − Kd𝑠𝑠  (37) 

 

기본적인 PID 와 달리 식 (37)의 형태의 

제어기 모양으로 설계하게 되면 제어기와 드론 

1 축에 대한 식의 결합 형태가 분자 항에 

영점이 기본 적인 PID 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어기 설계를 Figure 6 에 

구현하였다. 또한 식 (36)의 모터와, 택배 

유상하중으로부터의 가진에 대해서도 구현을 

수행하였다. CR-Beam 을 반영한 모델의 

경우에는 Figure 7 에 있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Figure 6에 구성하였다.   

 Figure 7내의 CR-Beam 블록은 CR-Beam 곡선 

적합을 이용해서 구하였다. 

 

 

Figure 6. Present control system 

 

 

Figure 7. CR-beam block 

Figure 7 에서 외부 가진을 인가하고 

전달함수로 모델링 된 CR-beam 은 결과 

값으로 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변위를 

통하여 회전하는 축과의 거리와 높이를 통해 

각도를 예측하는 식 (38)을 구현하였다. 식 

(38)을 통하여 각도를 예측하고 그것이 모터 

추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식 (39)에 

나타내었다.  

 

θdeflaction = atan (x(t) ∗ 1
L)   (38) 

FT = F1 ∗ cos (θdeflacit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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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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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를 통해서 각도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추력이 변화하는 것을 유추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CR-Beam 해석이 반영된 축과, 

반영되지 않은 축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3. 결 과   

이 장에서는 공진 회피 설계, 최적 형상 설계, 

그리고 자동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공진 회피 설계 이전에 CR beam 을 활용한 

해석에 대하여 NASTRAN 을 활용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MATLAB 함수인 “fmincon”을 

사용한 수치적 결과와 ANSYS 의 최적화 결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CR-beam 검증에 NASTRAN 을 사용한 

이유는 1 차원 요소를 활용한 해석이 비교적 

손쉬운 점이 있어서였다. 최적화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ANSYS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MATALB 에서 구해진 수치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이유는 수치적인 방법만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위하여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수치적인 

MATLAB 방법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비교적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ANSYS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인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MATLAB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직접 드론의 제어 형태 중 하나인 

1 축제어에 CR-Beam 모델을 반영하여 공진 

상황에 대한 해석의 유용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3.1 공진 회피 설계  

3.1.1 CR-beam 해석 결과의 검증 

 Figure 8에 해당하는 해석 대상물을 Table 2의 

값을 이용해서 CR-beam 과 NASTRAN 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한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Table 3 에서 NASTRAN 으로 구한 

결과 해석 값과 CR-beam 으로 구한 값의 

차이가 0.002%이고, 실제 실험 값과는 

 

Figure 8. Rotor arm (NASTRAN)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rotor arm 

 Numerical Values 

Cross sectional 

area of the arm  

5.96*10−5(m2) 

Length of the arm 0.45(m) 

Polar moment of 

inertia of the cross 

section  

2.701 ∗ 10−9(m4) 

Young’s modulus 68.4*109(Pa) 
Density 1,500(kg/m3) 

Excitational loads 30*sin(2*π*10*t) (N) 
Tip mass 0.15(kg) 

 

Table 3. Natural frequencies results 

 Natrual Frequency(Hz) 

Length(m) 0.02(Diameter)(m) 

문헌[8] NASTRAN CR-

Beam 

0.45 이론 31.063 31.0576 31.0576 

해석 31.008 30.6 30.67 

실험 30~31 N/A N/A 

 

298



135

제6회 EDISON SW 활용 경진대회 

 

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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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9)를 통해서 각도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추력이 변화하는 것을 유추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CR-Beam 해석이 반영된 축과, 

반영되지 않은 축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3. 결 과   

이 장에서는 공진 회피 설계, 최적 형상 설계, 

그리고 자동화 방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한다. 

공진 회피 설계 이전에 CR beam 을 활용한 

해석에 대하여 NASTRAN 을 활용해서 

검증하였다. 또한 MATLAB 함수인 “fmincon”을 

사용한 수치적 결과와 ANSYS 의 최적화 결과 

비교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CR-beam 검증에 NASTRAN 을 사용한 

이유는 1 차원 요소를 활용한 해석이 비교적 

손쉬운 점이 있어서였다. 최적화의 경우에는 

비교적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ANSYS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MATALB 에서 구해진 수치 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이유는 수치적인 방법만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 확보가 되는지 확인을 

위하여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수치적인 

MATLAB 방법의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비교적 

최적화를 진행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ANSYS 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수치적인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MATLAB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직접 드론의 제어 형태 중 하나인 

1 축제어에 CR-Beam 모델을 반영하여 공진 

상황에 대한 해석의 유용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3.1 공진 회피 설계  

3.1.1 CR-beam 해석 결과의 검증 

 Figure 8에 해당하는 해석 대상물을 Table 2의 

값을 이용해서 CR-beam 과 NASTRAN 의 

고유진동수를 예측한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Table 3 에서 NASTRAN 으로 구한 

결과 해석 값과 CR-beam 으로 구한 값의 

차이가 0.002%이고, 실제 실험 값과는 

 

Figure 8. Rotor arm (NASTRAN) 

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rotor arm 

 Numerical Values 

Cross sectional 

area of the arm  

5.96*10−5(m2) 

Length of the arm 0.45(m) 

Polar moment of 

inertia of the cross 

section  

2.701 ∗ 10−9(m4) 

Young’s modulus 68.4*109(Pa) 
Density 1,500(kg/m3) 

Excitational loads 30*sin(2*π*10*t) (N) 
Tip mass 0.15(kg) 

 

Table 3. Natural frequencies results 

 Natrual Frequency(Hz) 

Length(m) 0.02(Diameter)(m) 

문헌[8] NASTRAN CR-

Beam 

0.45 이론 31.063 31.0576 31.0576 

해석 31.008 30.6 30.67 

실험 30~31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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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CR-Beam 

해석은 충분한 신뢰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3.1.2 최적화 검증 

Table 4 에 설계 조건에 대한 입력 변수들을 

요약하였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드론의 

자세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이전의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Table 1 과 같이 

구동되는 로터를 기준으로 택배 중량, RPM 

범위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입력 

변수들인 길이와 단면 형상들은 적절하게 그 

가정 값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Table 4를 이용하여 공진 회피 설계를 

진행하였다. 목적함수를 제외한 식 (21), (22), 

(23)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𝑑𝑑𝑜𝑜 − 𝑑𝑑𝑖𝑖 ≤ 4(𝑚𝑚𝑚𝑚)           (40) 
𝜌𝜌𝜌𝜌
4 ∗ (𝑑𝑑𝑜𝑜2 − 𝑑𝑑𝑖𝑖2) ∗ 𝐿𝐿 + 𝑚𝑚𝑚𝑚𝑜𝑜𝑚𝑚 − 0.8(𝑘𝑘𝑘𝑘) ≤ 0    (41) 
0 ≤ do ≤ 49(𝑚𝑚𝑚𝑚) , 1(𝑚𝑚𝑚𝑚) ≤ di ≤ 45(mm) , 
800(mm) ≤ L ≤ 1400 , 0.53 ≤ mmot ≤ 1    (42) 

 

Table 4. Design parameters 
 Numerical Value 
택배 유상하중 5~15(kg) 

RPM range 1890 ~ 8300 
택배 유상하중과 

기체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50~100(mm) 

Length of the arm 800~1400(mm) 
Total weight 0.8 이하(kg)  
Tip mass 0.53~ 1 (kg) 
𝑑𝑑𝑜𝑜 − 𝑑𝑑𝑖𝑖 Length 1~4 (mm)  
Inner diameter 45(mm) 이하 

Outer diameter 49(mm) 이하 

Desired natural 

frequency 

20(Hz) 

Table 5. Results of optimization 

 do(m) din(m) L(m) Mtip (kg

) 

Presen

t 

0.046

1 

0.0044

8 

0.806

7 

0.5615 

Table 4 의 값을 이용하여서 공진 회피 설계를 

진행하여 Table 5 의 값을 도출하였다. ANSYS 

Optimization 을 통해서 획득한 300 개의 

최적화의 결과 중 4개를 Table 6에 요약하였다. 

Table 6에는 4개의 최적화 결과를 요약하였다. 

이 4개 지점들 외에 나머지 300개의 결과들과 

Table 5의 값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Table 7에 

요약하였다. 

 

Table 6. ANSYS optimization results 

 do(m) din(m) L(m) Mtip(kg) 

Point 

1 

0.0450 0.0434 0.9016 0.5594 

Point 

2 

0.0433 0.0412 0.9314 0.6012 

Point 

3 

0.4226 0.0401 0.8178 0.60644 

Point 

4 

0.4112 0.0390 0.8156 0.55652 

 

Table 7. Discrepancies between the present 

and ANSYS optimization 

 do(m) din(m) L(m) Mtip (k

g) 

Present 0.046

1 

0.004

48 

0.806

7 

0.561

5 

ANSYS 0.044

76 

0.004

34 

0.815

7 

0.557

3 

Discreapa

ncy 

6.7% 3.2%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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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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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을 통해서 바깥 지름의 크기 외에는 

오차가 매우 작으며, 바깥의 지름의 크기 역시 

오차가 7% 미만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여 설계한 방법을 통해 구해진 

값들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2 최적 형상 설계 결과 

최적 형상 설계는 공진 회피 설계에서 구해진 

Table 7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Table 8에 

있는 물성치를 CR-beam 에 제공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에 의하여 예측한 결과는 Figure 

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곡선 적합을 통해서 

정상 상태의 끝 단의 변위를 예측하였다. 

파란색 곡선은 CR-beam 해석의 결과값이다.  

 

Figure 9. Estimation of the tip displacement  

 

Table 8. Optimization of the arm 

 Numerical Values 

Area of the arm  9.1921∗ 10−5(m2) 
Lenght of the arm  0.8067(m) 

Cross sectional polar 

moment of inertia ( 

2.3746∗ 10−8(m4) 

Young’s M 68.4∗ 109 (Pa) 
Density 1500(kg/m3) 

Excitational load 

by the rotor   

5*sin(2* π*31*t) (N) 

Excitational load 

by the payload 

100*sin(2*π*3*t) (N) 

Tip mass 0.5615(kg) 

 

Table 9. Shape optimization results  

 ζ  C(w)[m] Half Point 

Presen

t 

1.11*10−5 0.0105 0.004 

 

그리고 빨간색 곡선의 경우에는 곡선 적합 

이론을 적용하여서 파란색 곡선의 수식을 

이용하여 유도한 추정치이다. Table 9 에 이 

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9 에서 ζ , C(ω)는 곡선 적합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였으며, Half Point에 대한 계산은 

식 (31)을 이용하였다. 해당 가정을 

만족함으로써 당초에 공진 회피 설계에서 

설정하였던 RPM range 에 대한 마진 비율을 

줄여서 고유 주파수를 재 설정함으로써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3.3 반복 설계의 결과 

최적 형상 설계의 결과로 공진 회피 설계 

보다 더 증가한 고유진동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비행체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고유진동수와 멀리 분리시키면서 끝 단 

변위를 설계 기준보다 감소시키는 자동화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EDISON 의 

프로그램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전송과 

다운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반복 설계 공정이 

가능하도록 MATLAB을 이용하여서 작성하였다.  

Table 9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상 상태의 

끝단 변위는 0.0105m 이다. 하지만 설계 

기준에서는 0.01m 이하로 주어졌다. 따라서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도록 반복 설계를 

진행하였다. 적은 수의 반복을 위해서 

고유진동수를 22Hz 로 증가시켜서 다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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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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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을 통해서 바깥 지름의 크기 외에는 

오차가 매우 작으며, 바깥의 지름의 크기 역시 

오차가 7% 미만임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여 설계한 방법을 통해 구해진 

값들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2 최적 형상 설계 결과 

최적 형상 설계는 공진 회피 설계에서 구해진 

Table 7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했다. Table 8에 

있는 물성치를 CR-beam 에 제공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그에 의하여 예측한 결과는 Figure 

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곡선 적합을 통해서 

정상 상태의 끝 단의 변위를 예측하였다. 

파란색 곡선은 CR-beam 해석의 결과값이다.  

 

Figure 9. Estimation of the tip displacement  

 

Table 8. Optimization of the arm 

 Numerical Values 

Area of the arm  9.1921∗ 10−5(m2) 
Lenght of the arm  0.8067(m) 

Cross sectional polar 

moment of inertia ( 

2.3746∗ 10−8(m4) 

Young’s M 68.4∗ 109 (Pa) 
Density 1500(kg/m3) 

Excitational load 

by the rotor   

5*sin(2* π*31*t) (N) 

Excitational load 

by the payload 

100*sin(2*π*3*t) (N) 

Tip mass 0.5615(kg) 

 

Table 9. Shape optimization results  

 ζ  C(w)[m] Half Point 

Presen

t 

1.11*10−5 0.0105 0.004 

 

그리고 빨간색 곡선의 경우에는 곡선 적합 

이론을 적용하여서 파란색 곡선의 수식을 

이용하여 유도한 추정치이다. Table 9 에 이 

결과를 요약하였다. 

Table 9 에서 ζ , C(ω)는 곡선 적합 방식을 

이용해서 구하였으며, Half Point에 대한 계산은 

식 (31)을 이용하였다. 해당 가정을 

만족함으로써 당초에 공진 회피 설계에서 

설정하였던 RPM range 에 대한 마진 비율을 

줄여서 고유 주파수를 재 설정함으로써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3.3 반복 설계의 결과 

최적 형상 설계의 결과로 공진 회피 설계 

보다 더 증가한 고유진동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비행체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최대한 고유진동수와 멀리 분리시키면서 끝 단 

변위를 설계 기준보다 감소시키는 자동화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EDISON 의 

프로그램 특성상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전송과 

다운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최대한 반복 설계 공정이 

가능하도록 MATLAB을 이용하여서 작성하였다.  

Table 9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상 상태의 

끝단 변위는 0.0105m 이다. 하지만 설계 

기준에서는 0.01m 이하로 주어졌다. 따라서 

고유진동수를 증가시키도록 반복 설계를 

진행하였다. 적은 수의 반복을 위해서 

고유진동수를 22Hz 로 증가시켜서 다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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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물성치의 수치를 Table 10 에 

요약하였다. Figure 10 에는 Table 8 에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설계한 결과를 빨간색 

곡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변화된 수치인 

Table 9 의 결과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파란색 곡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렇게 하여 

최적 설계에서 의도하였던 바와 같이 변화된 

수치에 의한 로터 암의 끝단 변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0. Automation results of arm 

 Numerical Value 

Area of Arm  1.0570∗ 10−4 (m2) 

Lenght of arm  0.8035 (m) 

Inertia 2.7351∗ 10−8 (m4) 
Young’s M 68.4∗ 109(Pa) 
Density 1500 (kg/m3) 

Excitational load 

from rotor  

5*sin(2* π*31*t) (N) 

Excitational load 

from payload  

100*sin(2*π*3*t) (N) 

Tip mass 0.5362 (kg) 

 

 

 
Figure 10. Comparison of the tip 

displacements 

 

Table 11. Discrepancies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optimziation results  

 ζ C(w) 

[m] 

Half 

Point 

Optimal design 

based on the 

previous values 

1.11*
10−5 

0.0105 0.00

4 

Optimal design 

based on the 

modified values 

1.43*
10−5 

0.00875 0.00

4 

Discreapancy 0.224% -0.167% 0% 

 

이 결과의 통계학적 차이를 Table 11 에 

요약하였다. 

Table 11 을 보면 끝단의 변위가 

0.01m 이하로 줄어든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자동화가 종료되어 의도한 범위 내에서 

반복적인 절차로 원하는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4 제어의 적용 및 시뮬레이션 

Figure 11. CR-Beam transfer function 

validation results 

 

Figure 11 은 Figure 7 의 CR-beam 모델을 

전달함수로 구성한 해석결과와 추정 값과 CR-

beam 결과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CR-beam 

결과값과 검은색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3 번 

째 곡선인 CR-beam 해석결과를 비교함을 통해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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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Figure 1. HOMO-LUMO gap of 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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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pected response of the rotor arm 

 

이 결과는 곡선 적합으로 얻어진 식을 

기반으로 전달 함수의 모양을 유추하였다. 이 

때 쓰인 CR-Beam 해석 결과 값은 최적 형상 

설계와 자동화 방향을 거쳐 재 설계하였던 

Table 10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Figure 12 에서 검은색 곡선은 CR-

beam 해석이 반영된 로터 암의 응답 예측 

결과이다. 그에 비하여 파란색 곡선은 그 

진동의 진폭을 확인하기 수월하지 않았다. 

그러나 CR-beam 해석결과가 반영되면, 축의 

진동하는 거동이 예측되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드론 비행체의 제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진동수 근처의 가진 하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고유진동수에 대한 

비행체의 최적 구조 설계를 수립하게 되어 

훨씬 더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R-Beam 을 이용한 로터 암 

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적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CR-beam 해석을 

통해서 제어 설계에 반영을 하여서 외부 

가진의 주파수가 고유진동수와 유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자세 제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DISON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제공받는 

형태이기에 자동화가 수월하지 않았다. 하지만 

CR-Beam 해석 프로그램과 연동이 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치의 최초 범위의 입력만 

하면 자동적인 루프의 계산 결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적인 최적화만을 반영하기에 실제로 

구현하였을 때는 시뮬레이션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NSYS 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과는 큰 오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방법론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CR-beam 해석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구현한다면, 더 정밀한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드론의 설계 및 운용에는 제어 분야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구조 

분야의 해석의 중요성은 그리 강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 분야의 해석이 제어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R-

beam 해석을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제로 구현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 

완벽히 같지는 않겠으나 공진의 문제가 

자세제어 즉 제자리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외부 가진의 

공진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 설계를 보완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드론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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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In this paper, we studied dissociation 

potential energy surfaces of transition metal 

compounds with DFT and HF-DFT. We also 

calculated CCSD(T)[14] which is called the 

“golden standard” in ab-initio calculations as a 

reference. Dissociation curves calculated with 

DFT are well known to be largely affected by 

SIE. Also, transition metal compounds are very 

challenging systems for the DFT due to their 

degenerated 3d orbitals. For practical 

comparisons between functionals and 

densities, molecular vibrational frequency is 

omitted. Various dissociation curves are 

graphed by calculating the binding energ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 

which is given by 

𝐸𝐸𝐸𝐸𝑏𝑏𝑏𝑏(R)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5) 

where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𝑡(𝑅𝑅𝑅𝑅) is the energy of the dimer at 

distance R,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nd 𝐸𝐸𝐸𝐸𝐴𝐴𝐴𝐴 are the energy of 

each atom. 

 First, we calculated the K2 dimer which has 

no electrons in the 3d orbital to test the HF 

density. While evaluating the results, we chose 

three DFT functionals to examine ScH and 

ScH+ DC-DFT and HF-DFT calculations - PBE 

and BLYP as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es(GGA)[15], and B3LYP as a hybrid 

functional[16].  

Since the spin state of the dimer and 

dissociated atoms could be different, 

multiplicity is considered. The logical spin 

multiplicities for each distance is calculated 

and the lower energy value is used. All 

calculations are done with the Turbomole 

program.[17] 

Results and Discussion 

A. K2 

As shown in Table 1, BLYP and HF-PBE meet 

chemical convergence. B3LYP is also chosen 

since it is a popular functional used in various 

fields.  

HF HF-PBE HF-
TPSS HF-LDA HF-

B3LYP 
15.24 0.34 2.12 2.14 1.32 

CCSD PBE TPSS LDA B3LYP 

0.48 1.32 2.60 3.29 0.46 

HF-
PBE0 

HF-
BP86 HF-HH HF-

BLYP 
HF-

TPSSH 
0.86 1.41 1.93 1.34 1.70 

PBE0 BP86 HH BLYP TPSSH 

0.41 0.66 1.63 0.25 2.10 

Table 1. Ground state binding energy error(kcal/mol) 

compared with experimental value (3.9 Å,           

-12kcal/mol)[18]

The HOMO-LUMO gap of K2 shown in Figure 

1 implies that K2 is a normal case, where 

functional driven error is larger than density 

driven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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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pected response of the rotor arm 

 

이 결과는 곡선 적합으로 얻어진 식을 

기반으로 전달 함수의 모양을 유추하였다. 이 

때 쓰인 CR-Beam 해석 결과 값은 최적 형상 

설계와 자동화 방향을 거쳐 재 설계하였던 

Table 10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Figure 12 에서 검은색 곡선은 CR-

beam 해석이 반영된 로터 암의 응답 예측 

결과이다. 그에 비하여 파란색 곡선은 그 

진동의 진폭을 확인하기 수월하지 않았다. 

그러나 CR-beam 해석결과가 반영되면, 축의 

진동하는 거동이 예측되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드론 비행체의 제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진동수 근처의 가진 하에 놓이는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공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고유진동수에 대한 

비행체의 최적 구조 설계를 수립하게 되어 

훨씬 더 효율적인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CR-Beam 을 이용한 로터 암 

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최적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CR-beam 해석을 

통해서 제어 설계에 반영을 하여서 외부 

가진의 주파수가 고유진동수와 유사하게 되는 

경우에 그 결과가 자세 제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EDISON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제공받는 

형태이기에 자동화가 수월하지 않았다. 하지만 

CR-Beam 해석 프로그램과 연동이 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물성치의 최초 범위의 입력만 

하면 자동적인 루프의 계산 결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치적인 최적화만을 반영하기에 실제로 

구현하였을 때는 시뮬레이션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NSYS 와 같은 상용 

프로그램과는 큰 오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런 방법론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CR-beam 해석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구현한다면, 더 정밀한 

최적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드론의 설계 및 운용에는 제어 분야의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지만 구조 

분야의 해석의 중요성은 그리 강조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 분야의 해석이 제어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R-

beam 해석을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제로 구현하였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 

완벽히 같지는 않겠으나 공진의 문제가 

자세제어 즉 제자리비행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외부 가진의 

공진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설계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 설계를 보완하면 

더욱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드론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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