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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Flapping Micro Aerial

Vehicles; FMAVs)의 chord 방향 날개 유연성과 회전이 공력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에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지금까지의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의 유연성과 회전에 대한 연구

는 대부분 연성 또는 능동회전 각각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능동

회전은 추가적인 전력과 구조물이 필요하며, 이는 기체중량의 증

가를 야기한다. 때문에 가벼운 기체가 필수적인 날갯짓 초소형 비

행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가진 날개의 수동회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힘 측정 및 유동장 분석을 통해서 날

개의 수동회전은 delayed rotation을 발생시켜 공능성능을 저하시

키지만, 연성을 통해서 이를 완화 시키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회전

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공력성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

으로 적절한 연성과 낮은 Time of delayed rotation region / Time of

one stroke 비율(R/T)을 충족시킬 때 추력계수와 추진효율이 향상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 설계 시 공력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려 요소를 실험결

과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주요어 : Flapping Micro Aerial Vehicles, Flexible wing, Passive

rotation, Delayed rotation

학 번 : 2016-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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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 연구 동향

초소형 비행체(Micro Aerial Vehicles; MAVs)는 수많은 활용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민간목적으로 해안경비, 농업용, 통신 분야 등에 쓰이고 있

으며 군사목적으로는 감시 또는 수색정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초소형 비행체의 크기는 수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

도의 저레이놀즈수 영역에서 운용된다. 이러한 저레이놀즈수의 영역에서

는 점성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익 및 회전익으

로는 낮은 공력성능을 낼 수 밖에 없다. 날갯짓 비행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였고,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초소

형의 효율적인 날갯짓 비행은 지난 몇 년간 회전익의 대안으로 관심 받

았다. 그림 1.1과 같이 날개짓을 하는 조류와 곤충의 민첩성과 내구성을

얻어내기 위하여 그림 1.2처럼 MAVs에 날갯짓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1].

날개의 plunging과 pitching은 진폭 진동수가 충분히 클 때 추력을 발

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운동 중 날개의 앞전

과 뒷전에서 발생하는 한 쌍의 반대방향 와류와 관련되어있다. 이러한

발견은 Knoller[2]와 Betz[3]에 의해 진동하는 날개가 추력을 발생시킨

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Katzmayr[4]는 풍동 실험을 통해 Knoller-Betz

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초기의 실험과 이론들은 Koochesfahan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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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es[6], Lai와 Platzer[7]에 의해 정리되었다. 초창기에 행해진 이러한

연구들은 비점성 유동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날갯짓 비행의 이론적 추진

효율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2. 연구 배경

저레이놀즈수의 공기역학 중 일부로 정지 유동장(zero freestream

flow-field)에서의 추력생성은 공기 중에서 hovering 하는 많은 곤충과

새들이 날갯짓을 통해 일으키는 추력생성과 관련 있다[8]. Lai와 Platzer

는 효과적인 추력생성을 위해서는 날갯짓 비행체의 뒷전에 날카로운 형

태가 필요한 것을 밝혀냈다[8]. Freymuth[9]와 Sunada[10]는 plunging과

pitching이 결합된 형태의 보다 복잡한 hovering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Knoller와 Ben 이후로 날개의 형상과 운동의 진폭과 진동수 또는

plunging과 pitching의 결합에 의한 추력 생성 및 추진효율의 영향에 대

한 실험적/수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유

연날개가 plunging 운동을 할 때, 또는 plunging과 active pitching의 추

력 생성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동회전(passive rotation)을 하

는 유연날개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수동회전은 active pitching과 같은 능동제어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의 설계시, 수동회전은 active pitching

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전력소모가 없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초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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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체에서 가장 중요한 가벼운 무게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레이놀즈수에서 병진 운동하는 2차원 유연날개의

유동구조, 추력 및 추진효율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사용된 날개는 chord 방향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진폭으로

병진운동을 한다. 익형의 모양은 조류의 날개 및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

의 앞전이 비교적 강성을 가진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강성날개의 능동회

전과 병진운동에 관한 실험과 달리 pitching phase angle은 수동회전과

chord방향 유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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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장치

2.1. 유연날개

실험에서 사용된 날개는 그림 2.1와 같이 airfoil과 평판의 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Airfoil은 NACA0040의 형태로 DuraForm® ProX PA재질

로 3-D 프린트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chord 방향 길이는 30 , span

방향 길이는 300로 제작하였다. 평판은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가 2.05×인 0.1 두께의 균일한 철판을 사용하여

chord 방향 길이는 60 , span 방향 길이는 300 크기로 제작하였

다. 이때 앞전에 위치한 airfoil의 형태는 전체 날개의 공력특성에 미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11]. 날개는 수면과 수조 바닥면

으로부터 30씩 이격시켰다.

전체 날개는 그림 2.2과 같이 airfoil 중앙부에 span방향으로 관통된

원형의 쇠 막대를 통해 지지된다. 이때 쇠 막대는 너비 3의 실리콘

튜브 설치를 위하여 그림 2.3와 같은 11개의 3 규격의 요철이 있다.

설치된 실리콘 튜브는 날개와 쇠 막대간에 마찰력을 발생시키며, 실리콘

튜브의 개수를 조절하여 마찰력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마찰력의 크

기는 날갯짓간의 수동회전 크기에 비례하며 이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

든 실험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날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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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조

본 연구에 사용된 수조는 작동유체를 지지할 수 있는 12두께의 유

리 수조로, 수조의 크기는 관련연구를 참고하여[12] 수조 벽면과의

boundary interaction을 배제할 수 있는 1×1×0.4 크기로 제작하였

다. 작동유체는 물을 사용하였으며, 높이는 0.36로 설정하였다. 수조는

수조 바닥에서의 후술할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실험 장치를 통

한 관찰을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0.8이격하여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지

지하였다.

2.3. 2축 로드셀

본 실험에서 사용한 로드셀은 Dacell사에서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2-component force transducer이며, 병진운동에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힘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로드셀은 날개와

linear actuator에 수직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로드셀의 제원은 아래 표

2.1과 같다.

2.4. Linear Actuator

날개의 병진운동(translational motion)은 수조 위에 고정된 알루미늄

프레임위의 linear actuator에 의해 구현이 되며, linear actuator는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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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의 회전운동을 ball screw를 통해 선형운동으로 변환하여 작동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near actuator는 인아오리엔탈 모터사의 EAS6

이다. 모터의 분해능은 0.18°/s 로 설정되었으며, 그에 상응하는 선형운동

속도는 0.01mm/s이다.

2.5. 데이터 취득 장치

본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 취득장치(Data acquisition board)는

National Instrument사의 PCI-6122S이다. 입력 가능한 채널의 수는 4개

이고, 1초당 최대 500,000개의 샘플을 획득할 수 있다. 신호생성기에서

발생한 신호와 hot wire에서 측정된 신호는 BNC케이블을 통해

BNC-2120 커넥터로 연결되고,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해 관찰된다.

2.6. PIV 시스템

날개주변의 유동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PIV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시스템은 광원으로 Nd-YAG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고 이중 셔터 디지털

카메라로 구성된다. PIV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레이저 펄스의 시간간격은

날개의 속도를 고려하여 4ms의 설정하였다. 입자 영상은 2,048×2,048픽

셀 해상도의 핀-픽셀 카메라를 사용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획득하였다.

카메라는 탱크의 바닥에 수평으로 평행하게 설치되었고 카메라에 날개를

반사하도록 탱크 아래에 45°경사로 반사 거울을 설치했다. 레이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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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날개 span의 중간을 통과하도록 정렬되었으며, 정밀한 정렬을 위해

날개 중간 span의 높이에서 레이저 시트와 평행한 정밀 눈금자를 사용

했다. PIV 시스템의 입자로는 1,000±20밀도의 10크기의 구형

유리 입자가 사용되었다. 유동장 측정결과의 후처리는 Dantec사의

FlowManag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카메라를 정렬하는 과정에서 scaling factor는 39.208로 설정했다. 최종

조사 영역의 크기는 256×256픽셀의 초기 조사 영역 크기에서 3단계로

미세 조정된 32×32픽셀이었다. Final interrogation area는 물리적 구역

5.77에 해당하며, interrogation area의 overlapping은 25%에 달해 공

간 분해능은 0.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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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실험장치의 구성

실험은 2차원 hovering 실험장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실험장치는 그림

3.1과 같이 크게 3개의 하위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 체계는

날개 동작부(Sub-1), 힘 측정부(Sub-2), PIV 시스템(Sub-3)이다. 비정상

(unsteady) 조건에서 2차원 유연 날갯짓의 추력과 항력, 유동구조를 확

인하기 위해 그림 3.2과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했다. 전체 실험의 프로세

스는 아래와 같다.

․원하는 진폭과 진동수를 얻기 위해 linear actuator를 설정하고 구동

한다.

․날개의 움직임은 8회의 진동 후에 PIV 시스템과 힘 측정부를 통해

측정된다.

․측정된 데이터는 Dantec dynamic studio와 Labview 프로그램을 통

해 후처리된다.

날개 동작부는 수조와 날개의 병진운동을 수행하는 linear actuator, 2

차원 hovering 날개로 구성된다. 날개의 위치는 linear actuator에 부착된

위치센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날개 앞전의 병진운동은 다음과 같이 설정

되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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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와 같이 날개의 앞전은 진폭(plunge amplitude) 와 진동수

(frequency) 로 수평방향 sine 운동을 하며, 와 는 각각 날개 앞

전과 끝단의 변위이다. 또한 병진운동 방향과 날개의 중심이 이루는 각

도를 pitching angle()로, 병진운동 방향과 날개의 뒷전이 이루는 각도

를 effective pitching angle()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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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조건

본 실험은 자유류가 없는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무차원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다.

  ,    ,    (3.2)

따라서 는 진폭, 는 진동수, 운동 마찰력은 수직항력, 곧 실리콘

튜브 수에 비례한다. 자유류의 속도가 없으므로 레이놀즈수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진다.

본 실험은 실제 FMAVs의 유동조건인 =12,600()에서 실시하였

다. 이렇게 한정된 레이놀즈수에서 실험을 실시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FMAVs 구동에서는 모터 스팩 상의 최대출력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따라서 레이놀즈수 고정을 통해서 진폭과 진동수를 조절하여 최상

의 추력효율을 찾아내고 이를 FMAVs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30-70범위에서

0.3-0.5범위의 진폭과 진동수를 조절하여 표 3.1와 같이 7개의 영역대

에서의 공력성능을 비교해보았다. 전술하였든 쇠 막대의 요철에 설치한

실리콘 튜브의 개수를 통해 마찰력을 차등하게 조절하여 수동회전의 정

도를 조절하였으며 표3.2와 같이 회전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하여 총 5단

계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단계는 차례대로 회전이 없는 경우, 11개, 9개,

7개 3개로 조절하였으며 마찰력의 비는 ∞          ∞        

을 만족한다. 이후 편의상 각각의 단계는 “Fixed”, “4 step”, “3 ste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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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로 부른다. 총 35(7×5)개의 실험케이스에 대하여 각각 15

초 동안 공력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최소 10회 이상 반복

하여 실시되었다.

3.3 힘 측정 방법

추력과 항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써 전술한 2축 로드셀을 활용하

였다. 그림 3.3와 같이 와 방향에서 날개에 가해지는 힘인 와 

를 2축 로드셀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때 는 날개의 항력( )과 같

으며 은 날개의 추력()과 같다. 각 실험조건에 대해 15초 동안 100

의 sampling rate로 추력과 항력 데이터를 측정했다. 자유류가 없는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단위 span당 추력계수와 항력계수

는 병진운동의 평균속도(  )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3.3)

자유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진효율의 정의는 본 실험

에서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자유류가 없을 때 추진효율은 0과 같다.

따라서 추진효율()을 추력과 항력의 측정값으로 thrust-to-power-input

ratio로 정의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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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힘 측정방법 검증

실험장치의 힘 측정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자

유류가 없는 조건에서 날개의 가해지는 추력과 항력을 규모를 고려하여

[12] 센서 사양을 결정하였으며 측정장비의 검증을 위해 진폭에 따른 추

진효율 측정을 실시하였다. 레이놀즈수가 16,200이고 진폭이 각각 4.5

 , 9 , 13.5일 때, 회전이 없는 유연날개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

였다.

검증 데이터는 그림 3.4와 같다. 추진효율은 전체 진폭에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장치의 힘 측정이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검증데이터는 진폭이 작을 때(   )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오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당 진폭은 양

력이 크게 발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발생한다. 둘

째로 Heathcote의 실험에서 사용된 날개 앞전의 형상과 본 실험에서 사

용된 날개 앞전의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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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4.1 날개회전정도에 따른 공력성능 변화

회전이 없는 fixed와 마찰력이 가장 작아 회전이 많이 일어나는 1step

에 대해 plunging 조건을 다르게 하여 공력계수를 측정했다. 그림 4.1~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공력계수는 fixed가 1step에 비해 높은 값

을 가진다. 그림 4.1과 같이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추력계수는 fixed

에서 감소하고 1step에서는 증가한다. 그림 4.2와 같이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fixed와 rotation는 평균항력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3~4와 같이 특정 plunging조건(  )에서 시간에 따른 공력

계수를 비교해보면, 그림 4.3에서 추력계수의 진폭은 유사하지만 1step의

경우 downstroke와 upstroke 시작점에서 delayed rotation에 따른 음의

영역이 확인되었으며, 정점이 나타나는 시기도 늦춰졌다. 그림 4.4에서

항력계수의 경우는 1step에서 더 작은 값을 확인하였다.

1step에서 delayed rotation이 추력계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delayed rotation과 공력계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

간대별 effective angle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에서와 같이 1step에서 downstroke와 upstroke의 시작점에서

negative pitch angle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시간대에서

(  ∼) 그림 4.3에서의 추력계수 그래프 중 음의 영역과 일치하는

것 알 수 있다. 이때 negative pitch angle은 그림 4.6과 같이

downstroke일 때는 ≻  , upstroke일 때  ≺ 일 때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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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수동회전이 delayed rotation을 야기하며 delayed rotation

로 인해 negative pitch angle 영역이 발생하며 이는 추력계수에서 음의

영역을 발생시켜 1step이 fixed에 비해 낮은 추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 15 -

4.2 Plunging 조건에 따른 공력성능 변화

Plunging 조건을 다르게 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과 다음과 같은 경

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7에서와 같이 평균추력계수는 fixed와

4step에서 진폭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1,2step에서는 증가한다. 3step의

경우는 일정구간까지는 증가하다 다시 감소한다. 그림 4.8에서 마찰력이

줄어들수록 평균항력계수가 감소한다. 그림 4.9에서 추진효율은은 2, 3,

4step에서  ≥ 일 때 fixed에 비해서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1step

의 경우 진폭이 커질수록 효율성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실제 추력계수의

값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력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날개의 회전과 유연성이 공력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특정 plunging 조건에서 (  )에서 시간에 따른 rotation angle과

공력계수를 비교했다(그림 4.10). 마찰력이 클수록 delayed rotation의 영

역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추력계수에서 음의 영역이 줄어든다.

Negative pitch angle을 보이는 영역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 Time of delayed rotation region / Time of one stroke (4.1)

이때 각각의 step에서의  값을 비교해보면, 4step은 14 , 2step은

25 , 1step은 56으로 마찰력이 작을수록 증가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delayed rotation의 영역과 추력계수의 음의 영역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

에 그림 4.10과 같이  의 값과 추력계수의 음의 영역이 밀접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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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4step의 경우에는 delayed

rotation으로 인한 가 14%이지만 음의 추력계수영역이 발생하지 않

는다. 이는 날개의 변형이 delayed rotation에 의한 음의 추력계수 영역

을 완화 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4step의 경우 높은

마찰력에 의해서 날개가 상대적으로 많은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

한 변형이 그림 4.11과 같이 effective angle을 downstroke에서는 감소시

키고 upstroke일 때는 증가시키는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림 4.12와 같이

rotation angle과 effective angle을 비교해보면, rotation angle에서는

의 영역이 발생하지만 날개의 변형으로 인해 negative pitch angle을

완화, effective angle에서의 의 영역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4step의 일부 plunging조건( ≥ )에서는 fixed 에 비해

높은 평균추력계수를 확인하였다.

마찰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값(fixed, 4step)일 때의 plunging 조건에

따른 영향을 확인했다. Fixed는 진폭이 작을수록 높은 평균추력계수 값

이 측정되었는데, 일정한 레이놀즈 수에서 진폭이 작을 경우 높은 진동

수로 인해 더 큰 날개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4step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마찰력으로 날개의 변형이 회전에

비해 지배적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변형이 delayed rotation을 완화

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진폭이 감소함에 따라 평균추력계수는 증가하

다 일정 값( ≤ )을 기준으로 진폭이 감소함에 따라 평균추력계수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fixed와 다른 경향을 보이는 이유

는 그림 4.13에서와 같이 추력계수는   에서와   에서 날개의

변형으로 인한 delayed rotation의 완화로 음의 영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일 때는 음의 영역이 관찰된다. 진폭이 감소할수록  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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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날개의 변형으로 인한 완화작용 범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그림 4.14 적당한 양의 마찰력을 가질 때 (2step, 1step)일 때,

plunging 조건에 따른 영향을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작은 마찰력일 때

날개의 회전이 변형에 비해 지배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변형에 따른

delayed rotation의 완화효과가 감소하여 delayed rotation에 의한 공력성

능의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림4.14와 같이 진폭이 클수록

negative pitch angle이 작고, 추력계수의 값이 증가한다. 이를  를

통해서 보면  는 진폭이 커질 때 감소한다.    인 경우 

는 30 ,    경우  가 18 이다.  는 추력계수의 negative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폭이 작아지면 추력계수의

negative 영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항력계수는 거의

같은 양을 유지하는데 이에 따라 효율성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실험을

통해서  의 값이 20 기준으로 높을 때에는 fixed의 효율성이, 낮을

때는 rotation 의 효율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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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날개회전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들을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plunging 조

건에서 표4.1과 같이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높을 때는 날개의 회전으로

감소되는 항력보다, 추력이 delayed rotation에 의한 더 큰 폭으로 감소

하기 때문에 회전이 적을수록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반면에 표4.2와 같이 진폭이 크고, 진동수가 작을 때는 적당량의 변형

이 delayed rotation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며, 날개의 회전으로

감소되는 항력보다, 추력이 delayed rotation에 의해 더 작은 폭으로 감

소되기 때문에 fixed case에 비해 rotation case가 더 높은 효율을 보인

다. 다만, 가장 마찰력이 적은 1step은 효율성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추력

계수의 값이 작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는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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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유연날개의 회전에 따른 공력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실

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동회전의 특성으로 추력과 항력이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력이 감소하는 이유는 수동회전에 수반되는

delayed pitching으로 인한 R/T값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다. 날개의 변

형이 delayed pitching을 일정량 완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날

개의 유연성이 수동 회전의 delayed pitching을 극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일정 이상의 R/T에서

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Plunging 조건에 따른 수동회전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상대적으로 마

찰력이 높을 때는 유연날개의 변형이 지배적으로 일어나 delayed

pitching을 완화시키고 이로 인해 진폭이 작아져도 추력이 작아지지 않

는다. 적당한 마찰력일 때는 유연날개의 변형에 비해 회전이 지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진폭이 커지면 delayed pitching으로 인한 R/T가 감소

하며 추력과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통해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 (FMAVs)의 성능

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려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최적의 성능을 얻기 위

해서는 낮은 R/T와 최적화된 유연성이 필요하다. 목표 비행체에 따라

R/T를 기준으로 수동회전이 효과적인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R/T가 20

보다 클 때는 회전이 없는 날개가 유리하고, 20보다 작을 때는 수동 회

전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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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그림 1.1]날갯짓 초소형 비행을 하는 조류와 곤충

[그림 1.2]날갯짓 초소형 비행체(FMA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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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날개 단면도

[그림 2.2]Span 방향 쇠 막대

[그림 2.3]Span 방향 쇠 막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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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실험 장치 구성

[그림 3.2]실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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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수평방향으로 병진운동하는 유연날개

[그림 3.4] 진폭에 따른 추진효율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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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Plunging 조건에 따른 평균추력계수

(   ,fixed, 1step)

[그림 4.2] Plunging 조건에 따른 평균항력계수

(   ,fixed, 1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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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시간에 따른 추력계수(   ,   , fixed,

1step)

[그림 4.4] 시간에 따른 항력계수(   ,   , fixed,

1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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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시간에 따른 effective angle(   ,    ,

fixed, 1step)

[그림 4.6] Downstroke에서의 negative pitch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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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lunging 조건에 따른 평균추력계수

[그림 4.8] Plunging 조건에 따른 평균항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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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Plunging 조건에 따른 추진효율

[그림 4.10] 시간에 따른 rotation angle과 추력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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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Downstroke시 변형에 의한 effective angle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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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시간에 따른 rotation angle과 effective ang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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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시간에 따른 추력계수와 항력계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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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시간에 따른 추력계수와 항력계수(   ,

    , 2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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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시간에 따른 rotation angle(   ,    ,

2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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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capacity 5

non linearity 0.3 R.O

hysteresis 0.3 R.O

repeatability 0.3 R.O

[표 2.1] 2축 로드셀 제원

# Amplitude() Frequency (Hz)

1 1.11 0.35

2 0.97 0.4

3 0.86 0.45

4 0.77 0.5

5 0.71 0.55

6 0.64 0.6

7 0.60 0.65

[표 3.1] Plunging 조건

Friction Tube #

Fixed -

4 step 11

3 step 9

2 step 7

1 step 3

[표 3.2] 마찰력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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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Fixed와 비교한 공력계수의 증감률(  )

[표 4.2]Fixed와 비교한 공력계수의 증감률(  )



- 36 -

참 고 문 헌

[1] Spedding, G. R., and Lissaman, P. B. S., “Technical Aspects of

Microscale Flight Systems,” Journal of Avian Biology, Vol. 29,

No. 4, 1998, pp. 458–468.

[2] Knoller, R., “Die Gesetze des Luftwiderstandes,” Flug- und

Motortechnik (Wien), Vol. 3, No. 21, 1909, pp. 1–7.

[3] Betz, A., “Ein Beitrag zur Erklaerung des Segelfluges,”

Zeitschriftfuer Flugtechnik und Motorluftschiffahrt, Vol. 3, No.

21, 1912, pp. 269–272.

[4] Katzmayr, R., “Effect of Periodic Changes of Angle of Attack

on Behaviour of Airfoils,” NACA Rept. 147, Oct. 1922.

[5] Koochesfahani, M. M., “Vortical Patterns in the Wake of an

Oscillating Airfoil,” AIAA Journal, Vol. 27, No. 9, 1989, pp.

1200–1205.

[6] Jones, K. D., Dohring, C. M., and Platzer,M. F.,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Investigation of the Knoller–Betz Effect,”

AIAA Journal, Vol. 36, No. 7, 1998, pp. 1240–1246.

[7] Lai, J. C. S., and Platzer,M. F., “Jet Characteristics of a

Plunging Airfoil,” AIAA Journal, Vol. 37, No. 12, 1999, pp.

1529–1537.

[8] Lai, J. C. S., and Platzer, M. F., “Characteristics of a Plunging

Airfoil at Zero Freestream Velocity,” AIAA Journal, Vol. 39,

No. 3, 2001,pp. 531–534.



- 37 -

[9] Freymuth, P., “Thrust Generation by an Airfoil in Hover

Modes,” Experiments in Fluids, Vol. 9, No. 1, 1990, pp. 17–24.

[10] Sunada, S., Kawachi, K., Matsumoto, A., and Sakaguchi, A.,

“Unsteady Forces on a Two-Dimensional Wing in Plunging

and Pitching Motions,”AIAA Journal, Vol. 39, No. 7, 2001, pp.

1230–1239.

[11] Jones, K. D., and Platzer,M. F., “Flapping Wing Propulsion for

a Micro Air Vehicle,” AIAA Paper 2000-0897, Jan. 2000.

[12] Heathcote, S., D. Martin, and I. Gursul. "Flexible flapping

airfoil propulsion at zero freestream velocity." AIAA journal

42.11 (2004).



- 38 -

Abstract

Effects of Wing Rotation on a

Flexible Flapping Wing

Jaewhan Lee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underwater testing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hord-wise flexibility and passive rotation of the wing on the

aerodynamic performance of FMVAs(Flapping Micro Aerial Vehicles).

Studies up to now on the flexibility and rotation of FMAVs have

been about either its flexibility or its active rotation. However, active

rotations require additional power and structures which increases the

fuselage weight. Active rotation therefore has a disadvantage in that

it is difficult to apply to FMAVs which require a lightweight

fuselage. In order to overcome this weakness,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the active rotation of flexible wings. Through force

measurements and fluid-field analysis, it was found that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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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causes delayed rotation which in turn decreases its

performance efficiency. However, flexibility has been found to

alleviate the fall of aerodynamic performance and in certain conditions

provide higher aerodynamic performance than those cases without any

rota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thrust coefficient and propulsion

efficiency increases when adequate flexibility and low R/T ratio(Time

of delayed rotation region/Time of one stroke) conditions are satisfied.

Based on these results, considerations were made to improve the

aerodynamic performance when designing FMAVs.

keywords : Flapping Micro Aerial Vehicles, Flexible wing,

Passive rotation, Delayed rotation

Student Number : 2016-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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