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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RU (Line Replacement Unit) modifications are often required for military aircraft due to aging. 

Recently, LRU modifications were proceeded for KA-O (Armed Airborne Controller) by replacing 

the ejection seat and adding avionic equipment, which made the aircraft's operational CG (Center 

of Gravity) on fuel consumption curve become out of the range of the specification requested. The 

off-ranged CG should be corrected by introducing an appropriate method. This study proposes a 

procedure for revising and verifying the empty weight CG altered due to LRU modification for 

small military aircraft (e.g., KA-O). In the proposed method, first, the change of empty weight CG 

of KA-O due to the LRU modifications is comprehensively examined. Then, several ballast masses 

are added to the engine mount strut to restore the empty weight CG on the fuel consumption 

curve to a safe operational range. The installations are verified via stress and fatigue analysis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Considering that open information is not very available for the revision 

of empty weight CG, this study is valuable because it presents an established procedure for 

correcting and verifying empty weight CG during aircraft modification.

초   록

군용항공기는 노후화로 인해 LRU 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KA-O 공중통제기에 대해 사출좌석 

교체 및 항공전자장비 추가 등 LRU 개조가 진행되면서 연료소비곡선 상의 항공기 운용 무게중심이 요구 

사양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무게중심은 적절한 방법을 도입하여 수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O와 같은 군용 소형항공기의 LRU 개조로 인해 변경된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수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LRU 수정에 따른 공허중량 무게중심의 변화를 종합적으

로 관찰한 뒤, 다수의 밸러스트를 엔진 설치대에 추가되어 연료소비곡선의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안전한 작

동 범위로 복원시킨다. 제안된 밸러스트 배치는 다양한 작동 조건에 대한 응력 및 피로해석을 통해 설치를 

검증한다. 공허중량 무게중심 수정에 대한 공개 정보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항공기 개조 

시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수정하고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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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기 비행안전 관점에서 무게중심은 매우 중요하다. 

무게중심이 개발자가 지정한 무게중심 범위 내에 유지되

어야만 승강타 조종면을 이용하여 비행속도 범위(실속속

도에서 최고 인가속도까지)에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

다. 항공기의 비행 중에 연료의 소비, 외부장착물의 분리 

등과 같은 영향으로 인한 무게중심 위치의 이동은 비행

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며 때로는 큰 사고를 초래하기

도 한다. 따라서 군사규격서를 포함한 개발규격서에서는 

항공기 개발 시에 무게중심 이동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1]. 또한 MIL-HDBK-516C (Airwo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 JSSG-2006 (Joint Services 

Specification Guide - Aircraft Structure) 및 MIL- 

STD-1797A (Flying Qualities of Piloted Aircraft)에서

는 항공기 개발 시 무게중심의 위치 및 범위의 특성이 포

함된 무게중심 영역선도를 정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2-4]. 

이러한 무게중심 영역선도를 운영 무게중심 범위라고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KA-O 공중통제기는 근접항공

지원(CAS, Close Air Support) 항공기를 유도하는 공중

통제기로 국내에서 개발된 KT-O 기본훈련기를 기본 형

상으로 제작되었다. KA-O 공중통제기는 2006년 대한민

국 공군에 전력화되어 전술통제, 탐색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용항공기는 양산 후 노후화됨에 따라 다양한 성능개

량 및 기술변경이 요구되며, KA-O 공중통제기 또한 최

근에 이러한 요구가 발생하여 대표적으로 항공전자장비 

추가 및 사출좌석 타입 변경이 이루어졌다[5]. 이를 통

하여 사출좌석이 Combined 타입이 Torso 타입으로 변

경 및 항공 전자장비의 추가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항

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KA-O 공중통제기의 경우 FAA규격 감항인증을 통해 

Fig. 1에 주어진 운영 무게중심 영역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해당 영역을 벗어날 시 항공기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행 시 규정된 운영 무게중

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무게중심 운용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허중량에서의 무게중심 범위

Fig. 1. Operational CG range for KA-O flight  
 speed and load factor  

Contents
Empty 

weight CG
(mm)

Front 
pilot
(lbs)

Rear 
pilot
(lbs)

Weapon
combination

Most 
front CG

4027.5 215.0 0 PHHP*

Most 
rear CG

4050.0 165.0 215.0 RPPR

* P : Pylon, H : Machine gun, R : Aerial rocket

Table 1. Most front/rear CG condition of before 
revision

를 맞추는 과정을 거친다. 공허중량이란 항공기에 장착되

어 작동하는 모든 장비 중량을 포함한 항공기 자체의 중

량이다. 공허중량에는 기체, 동력장치, 항공전자장비, 밸

러스트 등의 중량을 포함한다[6]. 

KA-O 공중통제기는 파일런에 장착되는 무장 및 연

료, 조종사 무게, 잔류 연료 등을 제외한 중량이 공허중

량임을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무게중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출좌석 개선 전에는 무게중심 FS 

(Fuselage Station) 4027.5 mm ~ 4050.0 mm 범위 내

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출좌석의 개선 후 변경된 조종

사 탑승 중량 범위 및 항공기 중량 변화를 기준으로 개

선 전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를 적용하여 연료소비곡선

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운영 무게중심 범위를 벗어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때의 조종사 무게, 무장조합, 공허중량 

무게중심 위치 등 항공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KA-O 공중통제

기의 성능개량 중에 발생하는 무게중심의 변화와 이의 

보정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2.1 원인분석 및 해결안 도출

Figure 2와 같이 사출좌석 개선으로 인해 항공기 전방

에 27.86 lbs가 감소되었고 항공전자 장비 설계변경으로 

인해 항공기 후방에 27.48 lbs가 추가되었다. 또한 사출

좌석 타입 변경으로 인해 조종사가 착용하는 생존 장구

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조종사 탑승 무게가 165.0 lbs 

~ 215.0 lbs에서 170.3 lbs ~ 220.3 lbs로 변경되었다.

Fig. 2. Changes in aircraft weight due to LRU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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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vision procedure when aircraft CG change 

항공기 무게중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항공기 구성

품 변경으로 인한 무게중심 변경 시 규격에 명시된 공허

중량 무게중심 범위를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장·탈착, 

수화물 이동, 승객 위치 등을 이용하여 공허중량 무게중

심 범위를 만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7].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밸러스트를 장착하여 무게중

심 변화를 보정하는 절차를 정립하였다.

Figure 3에 의하면 운영 무게중심(operational CG)이 

국방규격에서 제시하는 범위에 벗어나는 경우 우선 그 

요인을 분석한다. KA-O 공중통제기의 경우 무장조합, 

조종사 무게, 연료, 공허중량이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장 

적합한 요소의 설계변경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무장조

합을 선택했다면 파일론의 위치 이동, 무장의 중량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요소 중 공허중량 무

게중심을 변경한다면 공허중량 무게중심 재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운영 무게중심 최후방 조건에서 후방 공허

중량 무게중심을 설정한 다음 운영 무게중심의 최전방 

조건을 설정한다. 그러면 전방으로 항공기 무게중심이 이동

하며, 해당 무게중심에서 전방 운영 무게중심까지의 여유

를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로 설정한다. 다음으로는 재

산정 공허중량 검증이 필요하다. 바뀐 공허중량 무게중

심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기에 기설계된 밸러스트의 

적용을 검토한다. 기설계된 밸러스트의 적용이 가능할 

경우 연료소비곡선 분석을 통한 운영 무게중심 검증을 

거친다. 기설계된 밸러스트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항

공기의 공간적, 중량적 여유를 고려하여 새로운 밸러스

트를 설계한다. 이렇게 설계된 밸러스트는 항공기 동체

에 새로운 하중을 가하게 되므로 해석, 비행시험 등을 

통한 구조 건전성 검증을 거친다. 다음 최종적으로 검증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 무게중심 검증을 수행한다.

KA-O 공중통제기의 운영 무게중심 범위 만족을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조종사 중량 범위를 변경할 경우 

운용성 저하가 예상되었다. 또한 무장 형상, 연료량을 변

경할 경우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리고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 변경이 가장 최적 안으로 검

토되었다. 이제 상단의 절차대로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 

변경 후 검증이 필요하다.

2.2 공허중량 CG 범위 변화 및 개선 

2.2.1 공허중량 CG 범위 변화

사출좌석 변경 후 연료소비곡선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운영 무게중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를 개선하여 항공기 운영 무게중심 범위 안에 들어오기 

위한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를 찾기 위하여 연료소비곡

선을 계산하고 연료 소비에 따른 중량 변화 시 항공기 

운영 무게중심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검토하였다. 이

를 위해 FS 값을 %MAC 값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때 사

용된 공식은 다음과 같다.

MAC  B
FSA

  ×  (1)

위 식에서 A는 날개시위선의 30%에 해당되는 값이며, 

B는 MAC(Mean Aerodynamic Chord)의 위치를 의미한

다. 그리고 KA-O 공중통제기의 공허중량에는 무게중심 

조정을 위한 밸러스트, 탑재되는 항공전자장비 등이 포

함된다. 

Figure 4는 KA-O 공중통제기의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 재산정 과정을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4와 

같은 무게-무게중심(Weight-CG) 그림의 가로축에 해당

되는 CG 위치는 %MAC으로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

안상의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MAC값을 무차원수로 표

현하였다. 먼저 최후방 무게중심 조건인 RPPR 무장 형

상에서 전방석에 가장 가벼운 조종사, 후방석에 가장 무

거운 조종사가 탑승한다. 그리고 운영 무게중심 후방 제

한 조건 MAC을 초과하지 않도록 최후방 공허중량 무게

중심 값을 설정하였다. 이는 FS 4045 mm이며 Fig. 4의 

파란색 실선에 해당된다.

Fig. 4. Fuel consumption curves (yellow and blue  
 lines) for the revision of empt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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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uel consumption curves after revision of 
 empty weight CG range

Contents
Empty 

weight CG
(mm)

Front 
pilot
(lbs)

Rear 
pilot
(lbs)

Weapon
combination

Most 
front CG

4041.0 220.3 0 PHHP*

Most 
rear CG

4045.0 170.3 220.3 RPPR

* P : Pylon, H : Machine gun, R : Aerial rocket

Table 2. Conditions for the most front/rear CG  
 positions after revision

다음으로, 최전방 무게중심 조건인 무장 형상 PHHP, 전

방석에 가장 무거운 조종사, 후방석에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조건으로 설정한다. 해당 조건으로 설정하면 Fig. 4

의 노란색 실선으로 이동하며 최전방 운영 무게중심 조건

과 회색 영역만큼의 여유가 발생한다. 이 회색 영역은 4 

mm이다. 이를 통해 공허중량 범위는 FS 4041 mm ~ FS 

4045 mm로 재산정되었다.

다음으로, 새롭게 도출된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가 적

용되었을 때 운영 무게중심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연료소비곡선을 분석하였다. Table 2의 조건을 

적용하였을 때 Fig. 5와 같이 최전방 무게중심 조건, 최

후방 무게중심 조건에서 각각 운영 무게중심 범위를 벗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2.2.2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 추가

재산정된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설

계된 밸러스트 적용을 고려하였다. KA-O 공중통제기에

는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해 전방착륙장치의 

베이에 22개까지 밸러스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재산정된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24개의 밸러스트 추가 장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되

어 전방착륙장치에 밸러스트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공허

중량 무게중심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엔진 설치대에 밸러스

트를 추가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엔진 설치대 밸

러스트(Engine Mount Structure Ballast, EMS Ballast)

Fig. 6. Installation of EMS ballasts

는 항공기 가로축 무게중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밸러스트의 최소 중량은 

Table 3과 같이 공허중량 범위 FS 4041 mm ~ FS 

4045 mm 내 약 4043 mm를 만족하는 13 lbs로 결정되

었다. 그리고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의 최대 중량은 추가 

구성품 변경으로 인한 무게중심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력해석을 통하여 결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의 설

치형상은 Fig. 6과 같다.

Contents
Weight

(lbs)
Arm
(mm)

Moment
(lbs-mm)

Note

Empty 
weight of 

before
4510 4050 1826500

Avionics 27.5 6733 185028

Change of 
ejection 

seat
-27.9 4504 -52864

EMS 
Ballast-A

13.0 1718 -72619

At least 
13 lbs 

installation 
required 

per place

EMS 
Ballast-B

13.0 1975 29198

EMS 
Ballast-C

13.0 1973 25649

EMS 
Ballast-D
(reserve)

(13.0) (2086) 0

NLG Bay 
Ballast

-8.0 1836 -14685 Remove

Empty 
weight of 

after
4561.6 4043 18406678

Satisfy  
empty 
weight 

CG range

 Table 3. Computation of the weight of EMS 
ballast from weigh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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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허중량 CG 범위 개선 검증

2.3.1 응력해석

밸러스트 최대 중량 식별 및 엔진 설치대 구조 건전성 

확인을 위해 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구조 건전성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Fig. 7에 주어져 있다. 엔진 설치대를 여

러 개의 요소(Element)로 모델링하였으며, 밸러스트로 

인한 하중은 각 요소 사이의 질점으로 근사하였다. 엔진 

설치대의 재질은 AISI 4130N이며, 해석은 NASTRAN 

내부의 Simplified lumped mass model을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8].

항공기는 기동에 따라 고도, 속도, 무게, 받음각, 하중 

배수 등 여러 하중 변수가 존재한다. 엔진 설치대에 밸러

스트가 장착되기 전의 각 기동조건에 대한 해석결과는 존

재하므로(Table 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엔진 설치대 밸

러스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응력만 고려하였다(Table 5 

참조). 전기체 기동하중 조건과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 하

중 조건의 조합을 통해 밸러스트가 장착된 엔진 설치대 

구조물에 기동 중 가해지는 응력을 해석하고, 이를 이용

하여 안전여유(Margin of Safety)를 계산하였다. 본 해

석에서 안전계수는 1.5를 적용하였다. 또한 응력해석을 

수행할 때 압축, 인장, 굽힘응력 등 단일응력 뿐 아니라 

압축응력 및 굽힘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와 같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응력들의 조합에 대해서도 해석

하였으며 압축응력 및 인장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

와 같은 무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조합은 제외하였다. 각 

응력조합의 안전여유를 구하는 공식은 BRUHN BOOK을 

참고하였다[9].

이러한 응력해석을 통해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의 최적 

중량은 17 lbs로 결정되었으며 Table 6과 같이 모든 유

의미한 응력조합에서 안전여유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Modelling of EMS and ballasts for stress  
 analysis

Load case No. Description

Pitching maneuver

401 Steady pitching maneuver, 7.0g

402 Steady pitching maneuver, -3.5g

403 Abrupt pitching maneuver

404 Abrupt pitching maneuver

Engine mount special condition

405
Spin condition

406

Engine mount special condition

407 Yawing condition

408 PAR23.361(a)(2)

409 PAR23.361(b)(2)

410 PAR23.363(a)(b)

Table 4. Extreme load cases during KA-O     
 maneuvering

Load case no. Description Nz(g)

801 x-directional +3.6

802 y-directional +2.0

803 y-directional -2.0

804 z-directional +7.0

805 z-directional -3.5

Table 5. Load cases of EMS ballast

Failure mode Force cases
Margin of 

safety 

Compression 408-802-804 +0.89

Tension 405+801 +0.77

Bending 405+801 +0.34

Torsion 405-801 +5.77

Bending + Tension 405-801 +0.00

Compression + Bending + 
Torsion

405-801 +0.15

Tension + Torsion 405+801 +0.77

Bending + Torsion 405-801 +0.22

Table 6. Stres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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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피로해석

항공기는 생애 주기 동안에 지상하중이나 비행하중과 

같은 무수한 반복하중을 견디게 되며 이로 인해 항공기 

구조물의 강성을 저하시켜 종국에는 파단을 야기하게 된

다. 균열의 성장 속도와 경로는 운항조건에 따른 작용하

중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비행체의 주 구조는 비

행 및 비행 중의 임무과정에서 다양하고 불규칙한 하중

을 경험하게 되므로 구조물의 정적, 동적 강도 및 피로

내구성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10,11].

이러한 개념에 따라 항공기 엔진 뒤에 장착되는 엔진 

설치대가 설계 요구수명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

로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여러 피로해석 방법 중 S-N 

곡선을 사용한 응력-수명해석방법을 적용하였다[12].

하중 스펙트럼은 KA-O 공중통제기 운용자료 기준 기

준운용 하중 스펙트럼을 적용하였다. 하중 스펙트럼은 

하중의 발생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항공기가 사용

수명 동안 경험하는 하중 또는 이력을 말한다. 또한 하

중 스펙트럼을 피로해석에 적용하기 위하여 응력 스펙트

럼으로 변환하였다. 하중 스펙트럼을 응력 스펙트럼으로 

변환 시 전기체 유한요소 해석결과에 피로하중에 큰 영

향을 미치는 44개 조건을 별도로 적용하여 생성하였다. 

효율적인 해석을 위하여 피로 임계위치(Fatigue critical 

location, FCL)에 대해서만 응력-수명 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그 위치는 Fig. 8과 같다. 피로해석에 사용되는 응

력집중계수는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D1.1 

"Structure Welding Code"에 따라 5를 적용하였다[13].

가장 강한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7g의 하중 배수

가 걸리는 Steady pitching maneuver case이며(Table 4 

참조), 해당 응력 조건을 적용한 결과 피로 하중 최대 

응력과 손상치 및 해석 수명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치

계수(Scatter factor) 10을 적용하면 Table 7에 명기된 

바와 같이 459,670 비행시간이 도출되어 항공기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하였다.

Fig. 8. FCLs in the present study

Contents
Before

(Without ballast)
After

(With ballast)

Material
AISI

4130N
AISI

4130N

Damage 13.321 13.553

Max. stress of 
fatigue load (ksi)

0.00021755 0.00023446

Analysis life
(Flight Hours)

4,596,740 4,265,160

Fatigue life
(Flight Hours)

459,670 426,510

Table 7. Fatigue analysis results at steady    
    pitching maneuver condition

Contents
Pilot (170.3~220.3 lbs )

Front seat Rear seat

Most Forward 220.3 0

Nominal 176.4 176.4

Most Aft 170.3 220.3

Table 8. Pilot weight for the fatigue analysis

2.3.3 다양한 무장조합 검토

운영 무게중심 범위 초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20개 무장조합에 대해 연료소비곡선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무장조합에 따른 조종사 무게

를 Table 8과 같이 Most Forward, Nominal, Most 

After의 3개 조건으로 분류하여 연료소비곡선에 적용하였

다. 연료소비곡선은 공허중량에서 연료 및 무장, 조종사 

무게를 포함한 지상 중량부터 비행 후 착륙하기까지의 중

량을 해석한 것이다. 항공기 운용 중 기동 비행을 하면 

순간적으로 연료 탱크 내부의 연료 쏠림으로 인하여 무게

중심 값이 바뀔 수 있으나, 그 값이 미미할뿐더러 해석으

로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 시 어느 정도

의 여유를 고려하여 입증 시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순간적인 기동에 의한 무게중심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평형비행 상태를 가정하였다. 

Figure 9는 4개의 파일런에 아무런 무장도 장착하지 

않고, 17 lbs의 엔진 설치대 밸러스트 3개를 장착했을 

경우 운영 무게중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나타낸 연

료소비곡선이다. 각각의 점들은 항공기 전체 연료의 10%

가 소비될 때의 무게중심 값을 MAC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KA-O 공중통제기 운영 무게중심 범

위(붉은색 선)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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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uel consumption curve in PPPP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형상변경 과정에서 비행안전관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항공기 무게중심 보정 절차를 정립

하였으며, KA-O 공중통제기에 적용하였다. 

먼저 최후방 무게중심 조건을 설정하여 후방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결정하였다. 이때 최전방 무게중심 조건을 

설정하면 연료소비곡선이 전방으로 이동하는데, 전방 운

영 무게중심까지의 여유를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로 설

정하였다. 재산정된 공허중량 무게중심 범위를 실제 항

공기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설계

된 밸러스트 적용이 불가하여 엔진 베이에 새로운 밸러

스트를 설계하였으며 응력해석과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밸러스트 최대 중량을 식별하였다. 새롭게 설계된 밸러

스트를 항공기에 적용할 경우 모든 무장조합 및 조종사 

무게에서 운용 무게중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연

료소비 곡선을 통해 검증하였다.

군용항공기의 성능개량 및 구성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사업 및 기종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무게중심 변경 시 운영 무

게중심을 만족하기 위한 절차를 추후 타 사업, 타 기종에

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로 무게중심 변경이 발생

할 때마다 공허중량 무게중심을 보정을 위한 밸러스트를 

설계하고 배치를 수행하는 것은 많은 시간 소모를 요구한

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밸러스트 장착 예측 알고

리즘을 개발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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