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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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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n this paper, various webs of I-shaped beam used in aircraft spars are examined. 

Under the assumption that an aircraft spar is a cantilevered beam with a constant 

cross-section and is subjected to only bending, four kinds of webs are analyzed 

for three different sizes. To enable comparison, each hole has the same area and 

are subjected to the same load by using EDISON 2D Continuum analysis. While 

circular hole is the most often used, elliptic one is obtained with the minimum 

von-Mises stress by about 40% decreased. To verify the results gathered by 

EDISON, comparison was made with ANSYS and analytic predictions obtained 

with the stress intensity factor K. As comparison shows insignificant discrepancies, 

it is concluded that a well-designed beam with elliptic holes will be the most 

efficient spar regarding weight to rigidity ratio in terms of the bending stress. 

 

1. 서론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날개 보이

다. 대부분의 항공기의 양력은 주익에서 발생

하기 때문에 날개 보가 대부분의 항공기 중량

을 지탱한다. 예를 들어 대형 여객기인 보잉社

의 Boeing 747-400 여객기의 경우, 전체 발생 

양력의 77%를 주익이 담당함이 알려져 있다[1]. 

또한 특수 곡예용 항공기의 경우 급격한 기동 

시 기체 하중전체의 10배(10G)를 견디게 설계

되기 때문에[2] 튼튼한 날개 보를 설계하는 작

업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항공기는 날개 보의 재료로 나무를 

사용했으나 대다수의 현대 항공기는 고성능화

가 요구됨에 따라 금속과 복합재료를 사용한다. 

이에 맞춰, 본 논문에서는 주로 항공기에 사용

되는 두랄루민 합금을 재료로 보에 대한 해석

을 진행했다. 두랄루민은 굽힘에 매우 강하고 

비강도가 매우 높아 항공기에 적합하지만 구조

에 보다 높은 성능이 요구되자 구조물의 중량

감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를 I빔의 

형태로 설계하되 web부분에는 천공을 하는 방

법이 제시되었으며 현대 항공기에서 가장 보편

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중량을 줄

이고 강도는 유지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나 

천공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보가 지나치게 약

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web의 천공형태에 따른 최대응력과 응력집중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가장 효율적인 천공형태

를 제시하고, EDISON과 ANSYS및 이론 값을 

비교하여 EDISON에서 얻은 결과 값의 신뢰성

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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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이론적 배경 

2.1.1 Euler-Bernoulli beam theory 

 

Figure 1 bending of a beam[3] 

Euler-Bernoulli beam theory는 보를 단순 이

상화한 이론으로 단면이 대칭적인 보에 대해서 

인장응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σ =  𝑀𝑀𝑀𝑀
𝐼𝐼 =  −𝑧𝑧𝑧𝑧 𝑑𝑑2𝑤𝑤

𝑑𝑑𝑥𝑥2              (1) 

 

여기서 z는 중립 축으로부터의 거리, M은 굽

힘 모멘트, I는 2차단면모멘트, E는 영률이다. 

또한 단면에서의 최대 응력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σ1 =  𝑀𝑀𝑐𝑐1
𝐼𝐼 =  𝑀𝑀

𝑆𝑆1
 , σ2 =  𝑀𝑀𝑐𝑐2

𝐼𝐼 =  𝑀𝑀
𝑆𝑆2

      

(2) 

 

 단 여기서 𝑐𝑐1 + 𝑐𝑐2 = ℎ이며, 𝑆𝑆1,  𝑆𝑆2는 단면계수

라 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𝑆𝑆1 =  𝐼𝐼
𝑐𝑐1

, 𝑆𝑆2 =  𝐼𝐼
𝑐𝑐2

             (3) 

 

 만약 보가 중립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이 

단면계수 S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𝑐𝑐1 =  𝑐𝑐2 = c, S =  𝐼𝐼
𝑐𝑐            (4) 

 

 

 

2.1.2 I-shaped beam 

본 논문에서 사용할 보인 I-beam에서의 굽

힘에 의한 응력분포는 다음과 같다. 

 

Figure 2 Stress distribution of an I-beam[5] 

 이때, 최대응력은 보의 위와 아랫면에서 나타

나며 보의 높이를 h라 할 때 식 (2)를 사용하

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σ𝑚𝑚𝑚𝑚𝑥𝑥 =  ± 𝑀𝑀ℎ
2𝐼𝐼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

             (5) 

 

또한, 중립 축으로부터의 높이가 y인 web에

서의 최대응력은 식 (5)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할 수 있다. 

 

         σ𝑚𝑚𝑚𝑚𝑥𝑥 =  ± 𝑀𝑀𝑀𝑀
2𝐼𝐼𝑏𝑏𝑏𝑏𝑏𝑏𝑏𝑏

            

(6) 

  

이는 2차단면모멘트가 𝐼𝐼𝑏𝑏𝑏𝑏𝑚𝑚𝑚𝑚인 직사각단면의 

보의 응력분포와 같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web을 얇은 너비의 직사각단면을 가지는 

cantilevered 보로 해석하기로 한다. 또한, 식 

(6)에서 I-beam의 최대응력은 보의 위, 아랫면

에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1.3 응력집중계수 K 

 응력집중은 단면 형상이 급격히 변화되는 재

료에서 일어난다. 그 부분의 응력이 국부적으

로 크게 작용하며 이를 응력집중계수 K를 사

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K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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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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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𝜎𝜎𝑚𝑚𝑚𝑚𝑚𝑚
𝜎𝜎𝑛𝑛𝑛𝑛𝑚𝑚

                (7) 

위 식에서 𝜎𝜎𝑚𝑚𝑚𝑚𝑚𝑚는 국부 최대 응력이며 𝜎𝜎𝑛𝑛𝑛𝑛𝑚𝑚은 

공칭응력이다. 응력집중계수는 주로 실험을 통

하여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굽힘을 받는 얇은 보에서

의 원형 구멍에 의한 응력집중계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된다. 

 

Figure 3 Stress concentration factor of circular hole 

under bending[6] 

 타원의 구멍을 가지는 무한 평판이 굽힘을 받

을 때의 응력집중계수는 다음과 같다. 

 

Figure 4 Stress concentration factor of an infinite 

plane with elliptic hole under bending[6] 

2.2 모델링 

2.2.1 보의 형태 설계 

 I빔의 경우에는 web부분의 두께가 얇아 shell 

요소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임의의 I보의 web부분을 모델링하였다. 

 
Figure 5 Web of an I beam with elliptic holes 
 

 천공의 형태는 총 9가지를 사용하였다. 형태

에 따라 각각 원형, 직사각형, 꼭지점이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 장축 대 단축의 비율이 2.25

인 타원형을 사용했으며 원형의 경우 각각 면

적이 다른 3개를 모델링하고 나머지 형태는 

면적에 따라 2개씩 모델링했다. 

 면적은 가장 많이 쓰이는 원형 천공을 기준으

로 삼고 다른 천공의 형태를 설계했다. 이 원

형 천공의 반지름을 각각 80, 40, 20mm로 설

정하고 다른 천공들의 면적이 원형 천공의 면

적과 같게 설계하여 천공에 따른 중량감소를 

같도록 했다. 

2.2.2 Mesh 

 Mesh는 사각요소를 주로 하여 대략 8만개 

정도로 설정했다. 최대한의 해석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곳에는 좀 

더 촘촘하게 mesh를 구성하였다. 

 

Figure 6 Meshed web with local mesh  

2.2.3 경계조건 

306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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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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𝜎𝜎𝑛𝑛𝑛𝑛𝑚𝑚

                (7) 

위 식에서 𝜎𝜎𝑚𝑚𝑚𝑚𝑚𝑚는 국부 최대 응력이며 𝜎𝜎𝑛𝑛𝑛𝑛𝑚𝑚은 

공칭응력이다. 응력집중계수는 주로 실험을 통

하여 계산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할 굽힘을 받는 얇은 보에서

의 원형 구멍에 의한 응력집중계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된다. 

 

Figure 3 Stress concentration factor of circular hole 

under bending[6] 

 타원의 구멍을 가지는 무한 평판이 굽힘을 받

을 때의 응력집중계수는 다음과 같다. 

 

Figure 4 Stress concentration factor of an infinite 

plane with elliptic hole under bending[6] 

2.2 모델링 

2.2.1 보의 형태 설계 

 I빔의 경우에는 web부분의 두께가 얇아 shell 

요소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임의의 I보의 web부분을 모델링하였다. 

 
Figure 5 Web of an I beam with elliptic holes 
 

 천공의 형태는 총 9가지를 사용하였다. 형태

에 따라 각각 원형, 직사각형, 꼭지점이 둥글게 

처리된 직사각형, 장축 대 단축의 비율이 2.25

인 타원형을 사용했으며 원형의 경우 각각 면

적이 다른 3개를 모델링하고 나머지 형태는 

면적에 따라 2개씩 모델링했다. 

 면적은 가장 많이 쓰이는 원형 천공을 기준으

로 삼고 다른 천공의 형태를 설계했다. 이 원

형 천공의 반지름을 각각 80, 40, 20mm로 설

정하고 다른 천공들의 면적이 원형 천공의 면

적과 같게 설계하여 천공에 따른 중량감소를 

같도록 했다. 

2.2.2 Mesh 

 Mesh는 사각요소를 주로 하여 대략 8만개 

정도로 설정했다. 최대한의 해석 정확성을 확

보하기 위해 응력집중이 예상되는 곳에는 좀 

더 촘촘하게 mesh를 구성하였다. 

 

Figure 6 Meshed web with local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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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의 airfoil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은 rib가 

담당하며, 분포하중으로 인한 굽힘은 날개 보

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비틀림은 앞전과 뒷전 

날개 보 등 다른 날개 보가 굽힘의 형태로 전

달받기 때문에 날개 보 구조물은 비틀림과 수

직력보다 굽힘을 지배적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쪽 날개 보에 부과되는 

외력을 근사화하여 오직 분포하중으로서의 굽

힘 하중만을 부과하기로 한다. 

본 모델에서 동체에 붙어있는 왼쪽 변을 고정 

단으로 고정시키고 아랫면에 양력분포로 분포

하중 2541.6 N/m의 하중을 부가하였다. 또한 

재료로는 알루미늄 합금 두랄루민인 7075-T6

를 사용했다. 

Table 1 Properties of web models 

3. 결과 및 논의 

 

Figure 7 Web of I-beam with circular hole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원형 천공이 사용

된 web의 경우에는 원의 위, 아래지점에서 응

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약 

76.6MPa이였다. 또한, 원형 천공에 의해 보의 

단면적이 작아지는 부분에 역시 응력집중이 나

타나 큰 응력을 보였으나 천공에 의한 응력이 

지배적이었다. 본 모델의 천공과 Figure 8, 9, 10

에서의 천공의 넓이는 개당 20106.19𝑚𝑚𝑚𝑚2로 

동일하다. 

 

Figure 8 Web of I-beam with rectangular hole 

그에 반해 직사각형의 구멍이 뚫린 web의 

최대응력은 약 76.9MPa로 원형단면의 최대응

력보다 0.3%가량 높았다. 이 이유는 각 꼭지점

에서 응력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이며 이 응력집

중 때문에 실제로 구멍이 뚫린 위치에서 보의 

단면적은 원형 천공 보 보다 더 넓음에도 불구

하고 최대응력은 비슷했다.  

 

Figure 9 Rounded rectangular holed web of I-beam  

그 다음은 직사각형의 꼭지점이 반지름 

40mm(원의 반지름의 50%)인 원으로 처리된 

구멍을 가진 보를 해석하였다. 이 결과 꼭지점

에서 생기는 응력집중을 완화하여 원형 구멍을 

가진 보 보다 16% 감소된 64.5MPa의 최대 응

력을 나타냈다. 

 

Figure 10 Web of I-beam with elliptic hole 

마지막으로 해석된 타원형 구멍을 가진 보

Length 
(L) 1200mm Total load 

(F) 3050N 

Width 
(H) 200mm Constraints One-end 

fixed 
Thickness 

(t) 10mm Young’s 
modulus 72Gpa 

Density 
(ρ) 

2800 
kg/𝑚𝑚3 

Poisson’s 
Ratio 0.33 

30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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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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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응력이 구멍 주변에 집중되지 않아 가

장 응력이 낮게 계산되었다. 이 web에서의 최

대응력은 47.6MPa로 가장 사용되는 방식에 비

해 38%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천공의 반지

름을 줄여 해석하였다. 

 

 

 

 

 

Figure 11 Stress of webs with holes, downward, 

circular, rectangular, rounded rectangular, elliptic 

위의 모든 천공들은 같은 넓이를 갖는다. 보

에 걸리는 최대응력은 타원형이 31.37MPa로 

가장 작고 응력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천공에 

걸리는 최대응력은 순서대로 각각 16.78MPa, 

17.41MPa, 16.67MPa, 8.98MPa로, 위의 넓은 천

공에서 보이는 경향과 일치했으며, 천공의 크

기가 작은 경우에도 타원형 천공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EDISON을 통해서 장반경이 보의 

길이방향이 되는 타원형 구멍이 보의 천공형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타원형이 응력집중을 피하면서 천공으로 인

해 얇아진 보의 단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했던 응력집중계수 K를 사용하여 

얻은 이론 값과 EDISON의 오차를 서로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numerical and analytic results 

of web with circular hole 

Radius 

(R) 
EDISON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80mm 73.2MPa 71.4MPa(3.4) 2.5% 

40mm 16.8MPa 16.8MPa(0.8) 0.1% 

20mm 6.16MPa 6.30MPa(0.3) 2.3% 

Table 3 Comparison of numerical and analytic results 

of web with elliptic hole 

Minor 

axis (b) 
EDISON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53.3mm 27.7MPa 28.4MPa(2.8) 2.5% 

18.9mm 9.06MPa 9.44MPa(2.8) 4.0% 

 

 위와 같이 원형 천공을 가진 web의 경우 오

차가 3%내에 있지만 타원 천공에 대해서는 약 

4%내외의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원형과 달리 

타원형의 경우 무한 평면에서의 굽힘에 대한 

값이기 때문이다. 

 ANSYS 역시 이론 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EDI-

SON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여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ANSYS and analytic 

results of circular holed web 

Radius 

(R) 
ANSYS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80mm 74.2MPa 71.4MPa(3.4) 3.9% 

40mm 15.6MPa 16.8MPa(0.8) 7.25% 

20mm 6.27MPa 6.30MPa(0.3) 0.4% 

Table 5 Comparison beteween ANSYS and analytic 

results of elliptic holed web 

Minor 

axis(b) 
ANSYS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53.3mm 28.7MPa 28.4MPa(2.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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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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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응력이 구멍 주변에 집중되지 않아 가

장 응력이 낮게 계산되었다. 이 web에서의 최

대응력은 47.6MPa로 가장 사용되는 방식에 비

해 38% 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천공의 반지

름을 줄여 해석하였다. 

 

 

 

 

 

Figure 11 Stress of webs with holes, downward, 

circular, rectangular, rounded rectangular, elliptic 

위의 모든 천공들은 같은 넓이를 갖는다. 보

에 걸리는 최대응력은 타원형이 31.37MPa로 

가장 작고 응력집중으로 인해 생기는 천공에 

걸리는 최대응력은 순서대로 각각 16.78MPa, 

17.41MPa, 16.67MPa, 8.98MPa로, 위의 넓은 천

공에서 보이는 경향과 일치했으며, 천공의 크

기가 작은 경우에도 타원형 천공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EDISON을 통해서 장반경이 보의 

길이방향이 되는 타원형 구멍이 보의 천공형태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타원형이 응력집중을 피하면서 천공으로 인

해 얇아진 보의 단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

는 형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소개했던 응력집중계수 K를 사용하여 

얻은 이론 값과 EDISON의 오차를 서로 비교

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numerical and analytic results 

of web with circular hole 

Radius 

(R) 
EDISON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80mm 73.2MPa 71.4MPa(3.4) 2.5% 

40mm 16.8MPa 16.8MPa(0.8) 0.1% 

20mm 6.16MPa 6.30MPa(0.3) 2.3% 

Table 3 Comparison of numerical and analytic results 

of web with elliptic hole 

Minor 

axis (b) 
EDISON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53.3mm 27.7MPa 28.4MPa(2.8) 2.5% 

18.9mm 9.06MPa 9.44MPa(2.8) 4.0% 

 

 위와 같이 원형 천공을 가진 web의 경우 오

차가 3%내에 있지만 타원 천공에 대해서는 약 

4%내외의 오차를 보이는데, 이는 원형과 달리 

타원형의 경우 무한 평면에서의 굽힘에 대한 

값이기 때문이다. 

 ANSYS 역시 이론 값과 비교하고자 한다. EDI-

SON과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여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ANSYS and analytic 

results of circular holed web 

Radius 

(R) 
ANSYS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80mm 74.2MPa 71.4MPa(3.4) 3.9% 

40mm 15.6MPa 16.8MPa(0.8) 7.25% 

20mm 6.27MPa 6.30MPa(0.3) 0.4% 

Table 5 Comparison beteween ANSYS and analytic 

results of elliptic holed web 

Minor 

axis(b) 
ANSYS Analytic(𝐾𝐾𝑡𝑡) Difference 

53.3mm 28.7MPa 28.4MPa(2.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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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mm 8.59MPa 9.44MPa(2.8) 9.0% 

 

Figure 12 Comparison of EDISON, ANSYS, 

Analytic results in circular holes (Stress in Mpa) 

 

Figure 13 Comparison of EDISON, ANSYS, 

Analytic results in elliptic holes (Stress in Mpa) 

 

Figure 14 Comparison of EDISON and ANSYS 

analysis of rounded rectangular holes (Stress in Mpa) 

 

Figure 15 Comparison of EDISON and ANSYS 

analysis of rectangular holes (Stress in Mpa) 

 위 그래프를 통해 EDISON과 ANSYS의 결과

를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한 경향과 값을 보인

다. 이를 통해 EDISON 2D Continuum analysis

를 사용한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EDISON 2D Continuum 

Analysis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항공기의 I보 

구조물을 해석하였다. 여러가지의 천공형태를 

비교 분석하면서 최적의 천공형태가 타원형임

을 알 수 있었다. 장축 대 단축의 비가 2.25인

타원형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원형 천공보다 

같은 중량감소시 약 40%정도 낮은 응력이 관

찰된다. 

또한, ANSYS와 응력집중계수 표를 사용하여 

EDISON에서 얻은 값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비록 얇은 보에서 타원천공에 의한 응

력집중계수를 얻을 수 없어 무한평면에서의 타

원에 의한 응력집중계수 값을 사용했지만 매우 

큰 오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대응력의 위치로부터 만약 crack이 발생한

다면 시작될 위치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천공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천공의 꼭지점 

부근이었으며 이를 통해 응력집중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 crack의 진행방

향과 정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더하여, 실제 항

공기에서는 굽힘이 주로 가해지지만 비틀림과 

인장, 압축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이에 의한 좌

굴의 영향 역시 연구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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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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