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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드론 설계 개요



옥토콥터란?
설계 선정 이유

특징

장점

• 8개의 로터로 구성
• 방송 촬영용으로 많이 쓰임

• 바람에 대한 저항성 강함
• 두개의 로터가 정지해도 착륙 가능

단점 • 로터의 간격이 좁아 장비 배치 어려움 발생



X8 옥토콥터란?
설계 선정 이유

특징

장점

• 쿼드 콥터 형태로 로터가 상하로 배치

• 축간 거리가 길어 긴 프로펠러 장착 가능
• 더 큰 페이로드 유리하다
• 비행 안정성이 높다

단점
• 로터 상하배치 효율 떨어짐
• 프로펠러가 길어 찢어짐 사고 발생 가능



드론으로 인한 열상 사고
설계 선정 이유

프로펠러로 인한 찢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



X8 옥토콥터 스펙
드론스펙결정

배치도 작성

• 기체 : 2.5Kg
• 배터리 : 0.8Kg
• 탑재물 : 1.5Kg
• 총중량 : 4.8Kg

중량 배분 부품 설정

• 모터 1개당 최대 추력
- 4.8kg x 200% ÷ 8 = 1.2kg

• 호버링 추력
- 4.8 ÷ 8 = 0.6Kg

• 최종 부품 설정
- 모터 : T-Motor 2814 kv770
- 프롭 : 11x3.7 (4.8V) 50% 5.6A
>추력 :  0.625kg



2.설계 재료 결정



ABS VS PLA
ABS VS PLA

PLAABS



ABS VS PLA

하중 조건상용 드론 프레임



변형 시뮬레이션ABS VS PLA

PLA

Max Disp : -4.538E-01
T = 5.2mm

ABS

Max Disp : -4.594E-01 0.04
T = 6mm



무게 측정ABS VS PLA

PLA

Mass = 0.2867611Kg Mass = 0.25292311Kg

ABS 결론

ABS 이용시
11.57% 경량화 가능



3.설계 형상 결정



하우징 설계

Cd : 1.6492 Cd : 0.2768

모터가 외부로 돌출된 형태 유선 형태



하우징 설계 유선형 하우징 설계

Max Disp : -1.260



위상 최적화
부피율 구속 조건 설정

하우징 질량 : 1.3689418Kg 바디 플레이트 질량 : 1.58666Kg > 부피율 20%



플레이트 설계

위상최적화

• 다중 하중 조건
• 설계변수 : 재료밀도
• 목적함수 : 컴플라이언스 최소화
• 구속조건 : 부피율

플레이트 설계



플레이트 설계
플레이트 설계 결과



하우징 경량화 하우징 경량화를 위한 설계

Max Disp : -1.315



하우징 경량화

유선 형태의 하우징 설계

Max Disp : -1.209



하우징 경량화

경량화 전 질량 : 1.3689418Kg 경량화 후 질량 : 1.0541487Kg

경량화 전 경량화 후

Max Disp : -1.209Max Disp : -1.260

22% 경량화



하우징 경량화

최종 하우징 설계



기존 프레임과 비교 질량 비교

질량 : 1.4016004Kg질량 : 0.21962943Kg

기존 프레임 변경 프레임



기존 프레임과 비교

Max Disp = -1.209Max Disp : -4.594E-01 0.04

변형 비교

기존 프레임 변경 프레임



최종 설계안

• 유체역학을 고려한 공기저항 최소 형태
• 프로펠러 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하우징 설계
• 기존 노출 프레임 형상보다 뛰어난 강성

최종 드론 프레임 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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