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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항공기 중량 예측장치

요약

본 발명은 전투기 또는 훈련기급의 항공기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세부 중량을 예측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
는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로서, 항공기의 중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량 예측식의 매개변수로서 사용되
는 설계변수의 값을 사용자 또는 소정의 기억장소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 입력부; 예측하려는 상기 항공
기의 설계형상명과 작성하려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명을 구비한 헤더부; 항공기의 각 세부 항목별 
예측중량을 산출하는 중량 예측부; 중량 예측부에서 산출된 세부 항목별 예측중량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
를 설정하고, 보고서 출력을 위해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주는 데이터베이스 작성부; 및 소정의 저장매
체에 저장된 예측중량 데이터 베이스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항공기 중량 예측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중량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기본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중량 분포를 가진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블럭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중량 예측을 위한 중량예측식 수립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예측 중량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복수 회귀 모듈을 이용한 중량예측식을 이용하
여 항공기의 중량을 예측하는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에 관한 것이다.

설계하는 항공기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별 중량을 예측하는 것은 항공기 설계과정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종래에는 이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접근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아, 정확한 항공기 중량 예측
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항공기의 기본 설계시 보다 정확한 항공기 중량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항공기의 기본 설
계에 필요한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는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 항공기 중량 예측을 위한 중량예측식 수립 
방법 및 항공기 예측중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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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설계 단계에서 상기 항공기를 구성하는 각 구성
품별 중량을 소정의 복수회귀모듈을 이용한 중량예측식에 의해 예측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항공기중량
예측장치는 상기 중량예측식의 매개변수로서 사용되는 설계변수의 값을 사용자 또는 소정의 기억장소로부
터 입력받는 데이터입력부; 예측하려는 상기 항공기의 설계형상명과 작성하려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파
일명을 구비한 헤더부; 상기 항공기의 구성품별 중량예측식을 구비하고, 상기 중량예측식에 상기 데이터
입력부에 의해 입력된 설계변수의 값을 적용시켜 구성품별 예측중량을 산출하는 중량예측부; 및 상기 중
량예측부에서 산출된 구성품별 예측중량, 상기 헤더부에 저장된 항공기 설계형상명과 데이터베이스 파일
명에 의해 예측중량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의 설계 단계에서 각 구성품별 중량을 예측
하기 위한 중량 예측식을 수립하는 방법은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단계; 동급 항공기에서의 구조 중량과 설
계변수 데이터를 입수하는 단계; 복수 회귀 모듈을 수립하는 단계; 최소 자승 정규 방정식에 의해 예상값
을 얻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의 또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의 설계 단계에서 각 구성품별 중량을 예
측하기 위한 중량 예측식을 수립하는 방법은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단계; 동급 항공기에서의 구조 중량과 
설계변수 데이터를 입수하는 단계; 복수 회귀 모듈을 수립하는 단계; 최소 자승 정규 방정식에 의해 예상
값을 얻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에서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구성블럭도이다.  도 1에 의하면, 본 발
명에 의한 항공기 중량 예측 장치는 데이터입력부(100), 헤더부(110), 중량예측부(120) 및 데이터베이스
생성부(130)로 구성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상기 데이터입력부(100)에서는 상기 중량예측부 내의 각 세부 기능블럭에서 사용되는 공용 설계변수에 대
한 설계값이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다.  상기 공용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값이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는, 별도로 다시 입력되지 않고, 셀 값 복사함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기존에 입력된 설계값이 참조되어 예
측에 사용된다.

상기 헤더부(110)에서는 예측하려는 각각의 설계형상명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두고 있다.  상기 저장된 설
계형상명은 상기 데이터베이스 작성부(130)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파일명으로 사용되고,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참조될 수 있다.

상기 중량예측부(120)는 날개중량예측부(121), 수평꼬리중량예측부(122), 수직꼬리중량예측부(123), 동체
중량예측부(124),  착륙기어중량예측부(125),  엔진부문 중량예측부(126),  공기유도중량예측부(127)  등 비
행기의 각 구성부품별의 기능블럭이 병렬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기 각 세부 기능
블럭들을 순서대로 수행하면 항공기 중량 예측 작업은 완료되는 것이다.

상기 날개중량예측부(121)는 동체에서 노출된 실제 공력면 날개의 중량을 예측하는 세부 기능블럭으로서, 
기본 구조 박스, 조종면, 날개 내 연료 설비, 기타 날개에 속하는 중량 품목에 대한 예측식을 보유한다.  
본 기능블럭에서의 중량 예측을 수행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본 기능블럭이 보유한 2개 이상
의 예측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개변수의 값이 입력되어야 한다.  상기 입력된 매개변수의 값들은 
그 매개변수를 필요로 하는 예측식에서 셀 값 복사에 의해 자동적으로 참조된다.  두번째, 예측 각 단계
에서는 먼저 중량 항목명을 표시하고, 중량 예측식을 구성하게 되는 매개변수들의 값을 입력받아, 중량 
예측식에 의해 예측 중량을 산출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준다.  세번째, 항공기 전체 무게중심 예측의 정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량 항목 중 일부는 더 세분화된 중량들로 분할되고, 각 중량마다 그 무게중심 위
치를 입력받게 된다.  원중량은 동일 비율로 동등하게 분할되기도 하지만, 보통 역학적 고려 또는 제작상
의 모듈 분할 등의 이유로 다른 비율을 입력하면, 추후 데이터베이스 생성부(130)에서 상기 입력된 비율
로 분할된 중량으로 저장된다.

상기 날개 중량예측부(121)에는 날개 기본 구조 박스의 전 중량을 스팬 방향의 여러 대역(Band)에 할당하
고, 각 대역 중량의 무게중심(C.G.) 위치를 선정하는 특수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  상기 과정의 수행 방
식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박스의 전체 중량은 박스에 사용되는 부재가 감당하는 하중에 근거하여 굽힘
하중 부재 중량(Bending Material Weight), 전달력 감당 부재 중량 및 기타의 부재 중량을 합산한 값이 
된다.  예측식에 의한 예측결과는 박스 전체 중량과 그 구성부분인 세가지 감당하중별 중량을 표시한다.  
두번째, 예측 중량들을 날개 박스 전체에 걸쳐 분포시키기 위해, 이론적 날개(Theoretical Wing)의 루트
(Root), 스파 브레이크 포인트(Spar Break Point), 팁(Tip)에서의 비엘(BL)값, 코드(chord), 두께비, 전
단 스파 위치와 후단 스파 위치 등의 디멘젼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세번째, 날개 스팬 방향으로 20개의 
대역을 설정하고, 상기 입력받은 기본 디멘젼 값으로부터 각 대역에서의 길이, 두께, 박스 코드(Chord) 
등을 생성시키고, 이론적 날개 면적과 노출 날개 면적, 날개 박스 면적 등을 산출한다.  네번째, 최종적
으로 대역에 따른 이론적 굽힘 하중 분포, 이론적 전단력 분포, 대역 면적 등에 따라 세가지 구성성분 중
량을 분포시키고, 대역 중 동체 내에 포함되는 중앙부 4개 대역, 실제 날개에 속하는 16개 대역에 대해 
구성성분별로 중량합을 산출한다.  불연속 날개의 경우, 중앙부 4개 대역은 중량분류 체계상 동체 중량 
그룹에 속하므로 추후 동체 중량예측부(124)에서 사용된다.

상기 수평꼬리중량예측부(122)와 상기 수직꼬리중량예측부(123)는 상기 날개중량예측부(121)와 유사하게 
공통변수 지정 단계를 거쳐 항목별 중량 예측 단계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부 항목에는 상기 날
개중량예측부(121)에서와 같이 중량 분할을 위한 비율 입력 부분이 갖추어져 있다.

상기 동체중량예측부(124)의 수행 방식도 상기 세부 기능블럭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기능블럭에서는 
동체 외각 무게를 항공기 동체 전역에 분포시키는 과정, 불연속 날개 하중을 감당하기 위한 동체 보강 중
량을 구하는 과정, 캐노피 시스템의 중량을 구하는 과정 등이 사용되어진다.  상기 동체 외각 중량분포를 
위한 과정은 동체외각을 항공기 종방향으로 적절한 수와 이격거리를 두고 가상적으로 절단하면, 그 수만
큼의 동체 외각대역을 얻을 수 있다.  전체 동체 외각 중량을 이러한 대역들의 표면적 크기에 비례하여 
분포시키면 어느 정도 근사적인 중량분포를 달성할 수 있다.  설계 과정 중의 형상데이터로 작성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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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동체 표면적 분포 데이터는 분할대역의 표면적 크기를 입력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동체 외각 중량분포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첫번째, 중량분포를 위해 필요한 각 대역별 
앞뒤 스테이션(Station) 위치, 평균적 비엘(BL) 값, 그리고 앞뒤 위치에서의 외각 원주 길이를 입력받는
다.  두번째, 대역별 면적 중심 위치, 표면적 크기, 전체 표면적 크기에 대한 비율이 산정되고, 외각 전
중량은 구해진 비율에 따라 분할, 산정되어 순차적으로 표시된다.  세번째, 산출된 대역별 중량값은 상기 
데이터베이스생성부(130)에서 대역 설명과 함께 입력된다.  상기 불연속 날개 하중 감당 중량 예측 과정
은 분리되어 있는 좌우 날개를 체결재를 사용하여 동체 벌크헤드에 조립시켰을 때, 날개의 면에 작용하는 
공력 하중의 상당부분이 벌크헤드로 관통되는 것을 고려하여 벌크헤드 보강에 추가되는 중량을 구하는 과
정이다.  이러한 중량 증가량 즉, 불연속 날개 하중 감당 중량(Discontinuous Wing Carrythrougt Weigh
t)은 상기 기능블럭의 이론적 날개 구조 박스 분포 중량 중 동체에 포함된 부분의 중량에 근거해 산출된
다.  첫번째, 동체 내에 포함되는 중앙부 4개의 박스 대역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 날개 두께를 
입력받는다.  두번째, 날개 대역의 중간 지점에 대응하는 실제 벌크헤드 위치에서의 하중 경로 두께를 입
력받는다.  세번째, 이론적인 날개 두께와 벌크헤드 하중 경로 두께의 비를 구한다.  네번째, 같은 중량
으로 굽힘하중을 감당하는 효과면에서 벌크헤드는 날개 박스의 2배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따라서, 벌크헤드에 보강되어야 할 중량은 중앙부 4개 대역의 굽힘하중 부재중량의 절반, 그리고, 두께 
증가 효과로서 상기 구한 두께비를 곱한 양이다.  상기 캐노피 시스템의 중량을 구하는 과정은 캐노피와 
투명체 기본 디멘젼(크기, 면적 등)과 캐노피 시스템에 부가되는 요구조건 등에 기초하여 캐노피 시스템 
각 세부 중량 항목의 중량을 예측하고 시스템 총 중량을 합계하는 과정이다.  기하 수치 데이터를 제공하
는 변수 입력부를 거쳐 조류 충돌 에너지와 이를 흡수하기 위해 예상되는 투명체 두께가 예측되고 최종적
으로 투명체, 프레임, 캐노피 메카니즘, 엑츄에이터, 밀폐재와 내압재 등의 항목에 대해 각각의 개별적인 
예측식에 의해 중량이 예측된다.

상기 착륙기어중량예측부(125), 엔진부문중량예측부(126) 및 공기유도중량예측부(127)는 상기 세부 기능
블럭들과 유사하게 구성된다.

항공기의 특정 형상에 대해 중량 분석이 수행되면, 세분화된 중량항목별로 예측된 중량 및 상기 중량이 
항공기 내에서 위치한 좌표값, 관성모멘트 각 성분의 증분량 그리고 기타 필요한 코드 등의 유용한 데이
터를 관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이 필요하다.  상기 데이터베이스생성부
(130)는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하고, 예측 모듈에서 예측한 중량값을 중량 항목명과 함께 기입하며, 
기타 데이터 입력 공간을 확보하고 보고서 출력에 적절한 서식을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상기 예측중량데이터베이스(140)는 상기 데이터베이스 작성부(130)에 의해 작성되어 소정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중량 예측을 위한 중량 예측식 수립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항공기의 
기본 설계 단계에서 항공기 각 구성품의 중량 예측을 위해 수행되는 매개변수법은 구하고자 하는 구성품 
중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200단계).  하나의 식에 변수가 많을수
록 설계 매개변수의 변화에 민감하고 정확도가 증가하나, 자료 수집의 한계로 미비한 자료에 의한 신뢰도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적당한 수의 변수를 경험과 기술적 감각으로 찾아낼 필요가 있다(210단계).  
자료 수집은 유사한 항공기들의 중량보고서 등의 데이터에서 목표 구성품의 중량과 이에 연관된 설계 변
수의 값들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중량 예측식의 정확성을 좌우한다.

구성품의 영향을 주는 설계변수를 Ｘ1, Ｘ2, .. , Ｘp-1 이라 하면, 세부 중량 예측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

음과 같다.

여기에서, ＷＴ는 구성품 예측 중량이고,  β는 예측식 계수이고, β1,β2,...,βp-1 는 예측식 지수이다.

수집된 중량  데이터로부터 β와 β1,β2 ,  ...  , βp-1 를  결정하기 위해  위의  복수  회귀  모델(Multiple 

Regression  Model)과 최소 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한다.  수학식 1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 
후, 일반적인 선형 회귀모델(Linear Regression Method)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β0는 logβ이며, εi는 응답변수의 평균값(응답함수 : Resoponse Function)으로부터 실제 통계 데

이터가 벗어나 있는 오차로 기대값 Ｅ(εi)는 0이며, 공분산(Covariance) σ(εi,εj)도 0이다.  Ｅ(εi)=0

이라고 가정하면 수학식 2의 모델에 의한 응답함수는 다음과 같다.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수학식 2를 다음과 같이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3

1019980054876



여기서,

여기에서 Ｗ의 기대값 Ｅ(Ｗ)는

이며, 수학식 모델의 회귀 함수가 된다(220단계).

다음 단계로 수학식 5에 최소 자승법을 적용하여 β벡터의 최소 자승 예상값(Least Squares Estimator)을 
구한다.

예상 회귀 계수(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를 수학식 6으로 정의하면, 선형 회귀 모델에 대한 최
소 자승 정규 방정식은 수학식 7과 같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소 자승 예상값은 

ｂ = (Ｘ
T
Ｘ)

-1
·Ｘ

T
Ｗ 이며, 이를 수학식 5의 β벡터 대신 대입하면 회귀 함수를 완성하게 되고, 이로부터 

독립 변수 Ｘ에 대한 응답값 Ｙ를 예측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들 값을 대입한 수학식 1은 주어진 중
량 데이터에 최소 자승 조건으로 근사시킨 중량 예측식이 된다(230단계).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항공기 예측 중량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에 의하
면, 항공기의 구성부품별 중량을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먼저 공용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값을 입력받는다(300단계).  그런데, 상기 공용 설계변수에 대한 설계값에 대해 기존의 입력받
은 값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입력될 필요없이 셀 값 복사함수에 의해 자동적으로 참조되어 예측에 사용된
다.  

그 다음, 구성부품별 중량예측식의 매개변수에 대한 설계값을 입력받는다(310단계).  상기 매개변수는 구
성부품별 중량예측식에 의해 그 종류가 결정된다.

그 다음, 구성부품별로 정해진 중량예측식에 의한 중량예측값을 산출하고(320단계), 중량 분포를 위한 세
그먼트 수, 세그먼트별 분포 비율을 입력받아 중량 분포를 구한다(330단계).

그 다음, 만약 예측할 구성부품이 또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340단계), 예측할 구성부품이 있다면 상기 
310단계에서 상기 330단계를 반복하게 되고, 예측할 구성부품이 더 없다면 세분화된 구성부품별 예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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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그 중량이 항공기 내에서 위치한 좌표값, 관성 모멘트 각 성분의 증분량 등의 데이터를 보고서로 
작성하기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350단계).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항공기 중량 예측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중량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항공기의 
기본 설계에 필요한 시간을 감축시킬 수  있으며,  보다 정밀한 중량 분포를 가진 항공기를 설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항공기 설계 단계에서 상기 항공기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별 중량을 소정의 복수회귀모듈을 이용한 중량예
측식에 의해 예측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항공기중량예측장치에 있어서,

상기 중량예측식의 매개변수로서 사용되는 설계변수의 값을 사용자 또는 소정의 기억장소로부터 입력받는 
데이터입력부;

예측하려는 상기 항공기의 설계형상명과 작성하려는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파일명을 구비한 헤더부;

상기 항공기의 구성품별 중량예측식을 구비하고, 상기 중량예측식에 상기 데이터입력부에 의해 입력된 설
계변수의 값을 적용시켜 구성품별 예측중량을 산출하는 중량예측부; 및

상기 중량예측부에서 산출된 구성품별 예측중량, 상기 헤더부에 저장된 항공기 설계형상명과 데이터베이
스 파일명에 의해 예측중량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생성부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
기중량예측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량예측부는

항공기 동체에서 노출된 실제 공력면 날개의 중량을 예측하는 날개중량예측부;

항공기 수평꼬리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수평꼬리중량예측부;

항공기 수직꼬리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수직꼬리중량예측부;

항공기 동체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동체중량예측부;

항공기 착륙기어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착륙기어중량예측부;

항공기 엔진지지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엔진부문중량예측부;

항공기 공기유도 부문의 중량을 예측하는 공기유도중량예측부를 구비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중량예측
장치.

청구항 3 

항공기의 설계 단계에서 각 구성품별 중량을 예측하기 위한 중량 예측식을 수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단계;

동급 항공기에서의 구조 중량과 설계변수 데이터를 입수하는 단계;

복수 회귀 모듈을 수립하는 단계;

최소 자승 정규 방정식에 의해 예상값을 얻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중량 예측을 위한 
중량예측식 수립방법.

청구항 4 

항공기의 설계 단계에서 각 구성품별 중량을 예측하기 위한 중량 예측식을 수립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개변수를 선택하는 단계;

동급 항공기에서의 구조 중량과 설계변수 데이터를 입수하는 단계;

복수 회귀 모듈을 수립하는 단계;

최소 자승 정규 방정식에 의해 예상값을 얻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항공기 중량 예측을 위한 
중량예측식 수립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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