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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날갯짓 초소형 비행체의 날갯짓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한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곤충의 날갯짓 비행을 모방하

는 메커니즘을 이용하였으며, 비원형 기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날갯짓 속

도 분포를 구현하였다. 비원형 기어 설계를 위해 MATLAB in-house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기어 형상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으

며, 검증 실험을 통해 제작된 비원형 기어의 움직임이 설계된 속도 분포

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직접 제작한 실증 기체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최적화 모델은 노

이즈를 포함한 Kriging을 사용하여 실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를 반영하였다. 날갯짓 속도 분포를 구성하는 parameter로는 

네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각각 peak timing, transition timing 1, 

transition timing 2 및 sweep angle이다. Sine 형상의 속도 분포

를 갖고 160의 날갯짓 각도를 갖는 reference 모델을 기준으로 하여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최적화를 통해 도출된 속도 분

포의 날갯짓 효율이 reference에 비해 약 11.3% 증가하였다. 최적화 

결과 효율이 높은 속도 분포의 경우 날개의 leading-edge 및 시맥 등

의 탄성력에 의해 이전 스트로크 끝에서의 각운동에너지가 일부 보존되어 

다음 스트로크의 가속에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적 설계된 날

갯짓 속도 분포의 경우 모든 parameter들이 탄성력에 의한 효과를 높이

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날갯짓 효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요어 : 최적화, 비원형 기어, 날갯짓 속도 분포,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

학번 : 2018-2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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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곤충의 날갯짓에서 영감을 받은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에 관한 연구는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곤충

형 날갯짓 비행체는 새형 날갯짓 비행체와는 달리 꼬리날개가 없어 날개

의 움직임만으로 추력, 양력 발생 및 자세 제어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해 새형 날갯짓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곤충형 날갯짓 비

행체 제어비행의 성공사례가 보고되어있다[1-3]. 곤충형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는 작은 크기를 갖고 있으며 날갯짓을 이용하여 양력, 추력 및 제

어력까지 발생시키므로 정지 비행 및 고기동 비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의 작은 크기와 높은 기동성으로 인해 

민수용뿐만 아니라 정찰, 탐색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

다.

날갯짓을 이용한 비행은 기존의 고정익 및 회전익을 이용한 비행과는 

공기역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기존의 날개들은 정상류에서 공기가 

날개의 윗면과 아랫면에 부착되어 흐르며 생기는 압력 차이에 의한 양력 

발생이 주를 이루지만, 날갯짓 비행체는 비정상류에서 생성되는 와류에 

의해 양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4-7]. 또한, 날갯짓 비행체의 

날개는 기존의 단단한 날개와는 달리 높은 연성을 가져 지속적으로 형상

이 변화하며, 이로 인해 attached vortex, vortex shed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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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and-fling 및 wake capture 등 다양한 비정상적 유동 특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연성이 없는 단단한 날개에 관한 연구

[8-10]나 운동역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11], 최근에는 2차원 및 

3차원 Fluid-Structure Integration(FSI) 수치해석을 통해 유연 날

개의 공력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14].

날개의 형상에 관한 연구[15-16] 및 날갯짓 궤적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8자 궤적, 타원형 궤적 및 이중 8자 궤적 등 3차

원적 날개 움직임 경로에 관한 연구[17]와 날갯짓 스트로크 방향 변화 

타이밍에 대한 날개의 비틀림각 변화 타이밍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존재

한다[18]. 그러나 스트로크가 진행될 때의 날개의 날갯짓 속도 분포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날갯짓 움직임을 일

정(constant), 선형 변화(linear), 혹은 삼각함수(sine motion)의 움

직임으로 단순하게 나타낸다.

1.2 연구 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비원형 기어를 이용하여 날갯짓 비행체의 날갯짓 

속도 분포 변화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실증 기체를 이용하여 날갯짓 

효율을 최대화하는 날갯짓 속도 분포를 실험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원하는 속도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비원형 기어 생성 프로그램

을 작성하였고 각 속도 분포에 대한 기어 형상을 도출 및 제작하였다. 날

갯짓 속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parameter들을 선정하였으며 노

이즈를 포함한 Kriging[19] 기법을 이용하여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

를 실험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기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탄성에 의한 영향이나 날개의 들림 등 실제 비행에

서 발생하는 passive 움직임에 의한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



3

제 2 장 날갯짓 비행체

2.1 날갯짓 메커니즘

본 실험에 사용된 날갯짓 운동을 위한 메커니즘은 그림 2.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간단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20]. 날갯짓 메커니즘은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그림 2.1의 좌측에 있는 첫 번째 

층에서는 3개의 기어를 통해 날갯짓 왕복운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구동 모터에서 생성된 동력은 기어박스를 통해 가운데 기어(red)로 전달

되어 회전운동을 하게 되고 양쪽 기어(blue)는 가운데 기어에 맞물려 운

동을 하게 된다. 날개는 양쪽 기어의 바깥쪽 홈에 장착된 

leading-edge를 통해 움직인다.

그림 2.1의 우측 그림에 나타난 메커니즘의 두 번째 층에 있는 두 개

의 반원 기어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며, 각각 첫 번째 층의 양쪽 기어와 

결합되어 있어 가운데 기어에 의해 양쪽 기어 중 하나가 움직이면 두 번

째 층의 반원 기어에 의해 양쪽 날개 기어의 움직임이 동기화되어 양 날

개의 날갯짓 왕복 운동을 모사한다.

해당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링크나 선형 움직임을 나타

내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기어의 회전운동만을 이용하여 날갯짓 움직임

을 모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커니즘은 간단한 구조를 가지며 양쪽 날

개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고 기어의 형상을 통해 다양한 날갯짓 움직

임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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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날갯짓 메커니즘 구상도

그림 2.2 제작된 날갯짓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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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갯짓 메커니즘을 이용한 구동기는 3D CAD & CAM 프로그

램인 Inventor(Autodesk Inc.)를 이용하여 설계하고 가공 경로를 생

성하였으며, CNC milling machine을 이용하여 부품을 가공하였다. 

구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몸체 및 기어는 모두 내마모성이 강한 

PEEK(Polyether Ether Ketone)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날개가 부착되

는 leading-edge는 카본 봉(Carbon rod)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또

한 다양한 기어 형상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므로 손쉬운 부품 변경을 위해 

접착제 사용을 최소화하였으며 나사를 이용한 결합 방식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구동기는 그림 2.2에 나타내었다.

2.2 비원형 기어

그림 2.1의 날갯짓 메커니즘에서 날갯짓 움직임을 구현하는 첫 번째 

층 기어들은 비원형 기어로 이루어져 있다. 비원형 기어를 이용하는 경우 

스트로크에서의 날갯짓 속도 분포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운동에서 다양한 각속도 분포를 나타내는 회전운동으

로 변화할 수 있다.

비원형 기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roll line을 그려야 한다

[21]. Roll line은 원형 기어에서의 pitch line과 같은 개념으로, 두 

기어가 맞닿는 선을 의미한다. Roll line이 생성되면 다음으로 기어에 

사용될 이빨을 생성하는데, 기어에 사용되는 이빨의 개수, 모듈 및 백래

시 등에 따라 기어 이빨의 형상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성된 이빨 형상을 

roll line을 따라 회전시키면 그림 2.3과 같이 기어 이빨을 포함한 비원

형 기어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미지 처리를 통해 기어 형상을 추출

하면 그림 2.4와 같이 비원형 기어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해

당 방법을 이용하여 원하는 속도 분포를 입력하였을 때 그에 맞는 비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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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형상을 그리는 MATLAB(Mathworks Inc.) in-house 코드를 

사용하여 비원형 기어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Inventor를 통해 부품을 설

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2.3 MATLAB을 통해 도출된 비원형 기어 형상

그림 2.4 도출된 형상을 통해 설계된 비원형 기어

설계 및 제작된 비원형 기어를 이용하여 메커니즘을 구동하였을 때 

날갯짓 속도 분포가 설계대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날개의 leading-edge에 의한 탄성 효과 등 외부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림 2.5와 같이 날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2cm 길이의 

카본 봉만 leading-edge에 장착한 뒤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6은 검증 실험에 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실험에 의해 측정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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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비원형 기어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원하는 날갯짓 속도 분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 비원형 기어 검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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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비원형 기어 검증 결과

2.3 날개 형상

본 실험에 사용된 날개는 그림 2.7에 나타나 있다. 날개는 멤브레인

과 시맥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날개의 전체 형상을 이루고 있는 

멤브레인은 15 두께의 폴리에스테르 재질(Oracover, LANITZ 

Co., Germany)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맥은 0.2 두께의 

CFRP(Carbon Make Co., Korea)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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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험에 사용된 날개 형상

실험에 사용된 날개는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날개를 사용하였다. 

날개 span은 136.58이며, aspect ratio(AR)는 9.783, 날개 면적

은 3813.64 , 캠버 각도는 21.816이다. 날개의 멤브레인은 레이

저 조각기를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날개 시맥의 경우 CNC milling 

machine으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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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기법

3.1 초기 실험 점 구성

본 실험의 초기 실험 점을 구성하기 위해 Latin Hyperbolic 

Sampling(LHS) 기법을 사용하였다. LHS는 각 변수 간 독립성이 보

장되며, 균등학 확률 구간으로 나누어 고른 분포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

는 기법이다. LHS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20개의 실험 점과 sine형 

움직임과 160의 Sweep angle을 갖는 reference model을 포함한 

21개의 초기 실험 점을 구성하였다.

3.2 최적화 모델

최적화에 사용된 메타 모델링 기법으로 Kriging with noise 모델

을 선택하였다. Kriging with noise 모델을 사용하면 실험에서 발생하

는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다.

Kriging with noise 모델에서 측정값은 식 (3.1)과 같이 예측값

()에 노이즈()가 있다고 가정하고 모델링하며, 이때 모델 내부에서

의 커널 함수  대신 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는 노이즈의 분산을 

나타낸다. 노이즈를 반영하지 않는 기존의 Kriging 모델에서는 그림 

3.1(a)와 같이 모든 예측값이 측정된 데이터를 정확히 지나지만, 

Kriging with noise 모델에서는 각 데이터에서의 노이즈를 고려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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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b)에 나타난 것처럼 예측값이 측정된 데이터를 정확히 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3.1)

구성된 모델에서 새로운 실험 점을 정하는 방법으로 

qEI(multipoint Expected Improvement)가 사용되었으며, 추력이 

20gf만큼 발생할 때의 Thrust-to-Power Ratio(TPR)가 최대가 되

는 것으로 목적함수를 설정하였다. 최적화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R을 

사용하였으며, DiceKriging 및 DiceOptim 패키지를 사용하여 최적화

를 진행하였다[19].

그림 3.1 (a) Kriging (b) 노이즈를 포함한 Krigin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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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장비 및 세팅

날갯짓 비행체의 추력 및 파워 소모, 영상 수집을 위한 전체적인 실

험 장비 구성은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날갯짓 비행체에서 발생하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 6축 힘-토크 센서(Nano 17, ATI Inc., USA)가 

사용되었으며 구동기 하단에 만들어진 센서 결합부를 통해 나사를 이용하

여 체결하였다. 구동기의 구동 모터에는 파워 서플라이(MK3003P, MK 

Power Co., Korea)를 통해 전원이 공급되며 전류 측정에는 디지털 멀

티미터(8846A, FLUKE, USA)가, 전압 측정에는 DAQ 디바이스

(NI-USB-6221, NI, USA)가 사용되었다. 날갯짓 영상 데이터는 초고

속 카메라(Phantom Miro C110, Vision Research Co., USA)를 

이용하여 촬영 및 수집하였다. LabView(NI, USA)를 이용하여 제작한 

실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4 Parameter 선정

본 실험에서 사용된 날갯짓 속도 분포 함수는 sine 함수를 4개의 

parameter를 통해 표현하였다. 그림 3.3은 각 parameter를 통해 표

현된 속도 분포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 종류의 parameter는 각

각 Peak timing(black dot), Transition timing 1(red dot), 

Transition timing 2(green dot) 및 Sweep angle(are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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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험 장비 구성

그림 3.3 Sine형 날갯짓 속도 분포에서의 각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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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iming은 최대 각속력이 나타나는 지점을 결정하며, 메커니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범위를 0.20.8로 설정하였다. Transition 

timing 1의 경우 스트로크 시작 지점부터 Peak timing 지점까지인 가

속 구간 내에서 변곡점의 위치를 나타내며, 범위는 01로 설정하였다. 

Transition timing 2의 경우 Peak timing 지점부터 스트로크가 끝

나는 지점까지인 감속 구간 내에서 변곡점의 위치를 나타내며, 범위는 0

1로 설정하였다. Sweep angle의 경우 날갯짓 비행체의 날갯짓 스트

로크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며, 범위는 reference model의 값인 160
를 중앙값으로 하여 140180로 설정하였다.

3.5 실험 방법

실험을 통해 각 속도 분포의 20gf의 추력이 발생할 때의 TPR을 측

정하였다. 노이즈 및 불확실성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각 측정 포인

트마다 10개의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평균 및 분산 값

을 사용하였다.

LabView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구동기 파워 인가 및 데이터 측정이 진행되었다. 프로그

램을 통해 전압 상승률 및 목표전압, 데이터 측정 후의 전압 하강률은 물

론 실험 간 cooldown time까지 통제하여 인적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힘, 전류 및 전압 데이터는 모두 3초 동안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고주

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Butterworth low-pass filter를 사용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통해 추력과 소모 파워를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식 (3.2)와 같이 TPR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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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기 실험 점에 대해 실험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해 크리깅 모델을 구

성하였고, qEI 기법을 이용하여 추가 실험 점을 얻은 뒤 실험 및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을 다음 실험 점에서 예측되는 TPR의 증가가 불

확실성에 의한 오차에 비해 작아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하였

다.

3.6 불확실성(uncertainty)

본 실험에서의 불확실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구동기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는 구동기 부품을 제작할 때 생길 

수 있는 제작 오차와 실험 간 기어 교체를 위한 구동기 분해 및 조립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있다. 구동기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개의 구동기를 

제작한 뒤 분해 결합을 반복하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0.013의 분산을 

구하였다.

다음으로는 날개 기어 제작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비원형 날

개 기어 제작 시 CNC 엔드밀의 정밀도 및 부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이다. 날개 기어 제작 오차를 구하기 위해 reference model을 5세

트 제작 및 실험하였으며 0.006의 분산을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들

에서 얻은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매 실험마다 

측정되는 데이터의 값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오차들은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실험 점마다 1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평균 

및 분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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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최적화 결과

선정된 4개의 parameter에 대해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진행하

였으며 사용된 실험 점들을 표 4.1에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림 4.1에 최

적 설계된 날갯짓 속도 분포 그래프를 reference model과 비교하여 나

타내었다. 최적화된 모델의 경우 Transition timing 1 및 

Transition timing 2가 reference 모델에 비해 큰 값을 갖지만, 

Peak timing 및 Sweep angle의 경우 비슷한 값을 갖는다. 표 4.2에

는 날갯짓 속도 분포의 최적 모델과 reference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reference 모델에서 8.87이었던 TPR이 최적 설계된 모

델에서는 9.87로 약 11.3%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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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Peak Timing Transition Timing 1 Transition Timing 2 Sweep Angle ( ) TPR Variance

Reference 0.5 0.5 0.5 160 8.87 0.012

1 0.515 0.375 0.425 167 8.42 0.009

2 0.485 0.225 0.325 151 8.20 0.008

3 0.215 0.525 0.975 161 4.78 0.008

4 0.755 0.875 0.925 169 7.89 0.009

5 0.575 0.425 0.175 175 7.44 0.006

6 0.245 0.625 0.625 179 4.93 0.004

7 0.425 0.775 0.375 163 8.60 0.010

8 0.335 0.475 0.525 141 5.83 0.085

9 0.725 0.575 0.675 143 8.30 0.009

10 0.635 0.125 0.875 155 8.94 0.006

11 0.365 0.725 0.275 173 7.09 0.008

12 0.605 0.075 0.725 153 9.22 0.009

13 0.545 0.025 0.825 171 8.70 0.008

14 0.305 0.325 0.025 145 6.19 0.184

15 0.455 0.275 0.125 177 6.85 0.016

16 0.395 0.925 0.475 157 8.35 0.010

17 0.275 0.825 0.775 147 6.65 0.006

18 0.695 0.675 0.075 149 8.14 0.009

19 0.785 0.975 0.575 165 8.04 0.009

20 0.665 0.175 0.225 159 9.02 0.010

21 0.7548 0 0.7832 156.88 9.39 0.007

22 0.5756 1 0.6356 157.43 9.28 0.009

23 0.5455 1 1 158.35 9.34 0.007

24 0.5088 1 1 161.38 9.79 0.009

25 0.8 0 1 153.16 9.14 0.005

26 0.5188 1 1 155.94 9.56 0.008

27 0.7377 0 0 140 9.35 0.010

28 0.7211 0.1566 0.7555 140 8.89 0.005

29 0.508 0.8295 1 140 8.60 0.006

Optimized 0.5022 1 0.9833 161.33 9.87 0.006

표 4.1 실험에 사용된 실험 점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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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eference 및 최적 설계된 속도 분포 비교

Reference Optimized
Peak timing 0.5 0.5022
Transition timing 1 0.5 1
Transition timing 2 0.5 0.9833
Sweep angle () 160 161.33
TPR 8.87 9.87
Variance 0.032 0.026

표 4.2 Reference 및 최적 설계된 모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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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eak timing 분석

그림 4.2는 design surface에서 Peak timing에 대한 TPR 그래

프를 보여주며, 다른 parameter는 reference model과 같다. Peak 

timing이 0.5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높을수록 TPR이 높게 나타나지만, 

0.5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TPR이 Peak timing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Peak timing 0.5 부근에서 가장 높

은 TPR이 나타났다.

그림 4.2 최적화 모델 – Peak 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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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각 Peak timing에 대한 추력 및 파워 그래프

(a)0.395, (b)0.576, and (c)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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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timing이 0.5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Peak timing이 낮을수

록 TPR이 감소한다. Peak timing이 낮을수록 더 짧은 시간 동안 최고 

각속도에 도달해야 하므로 더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파워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3은 Peak timing이 (a)낮은 경우, (b)중간

인 경우, (c)높은 경우의 추력 및 파워 데이터를 보여준다. 우선 중간인 

경우(b)를 보면 순간 파워 소모가 0.15 cycle에서 약 3.0까지 증가하지

만, 낮은 경우(a) 순간 파워 소모가 약 3.9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Peak timing이 0.5보다 높을 경우 감속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지

만, 감속 구간에서는 날개 및 시맥의 관성력이 스트로크의 견인력이 되어 

구동 모터의 파워 소모량이 가속 구간에 비해 적고 가속 시간이 길어 낮

은 토크로 동작한다. Peak timing이 높은 경우(c)의 그래프를 보면 약 

0.35 cycle에서 순간 파워 소모가 최대이지만 그 값은 약 2.55 정도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스트로크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설계상으로는 완전히 감속해야 하나 

관성력에 의해 완전히 감속되지는 않는데, 이때의 각운동에너지는 날개의 

leading-edge가 휘며 탄성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림 4.4는 본 실험에서 

탄성 변형량을 정량화한 방법을 나타내고 있는데 leading-edge의 회전

중심과 25% 지점을 연결한 직선(blue)과 leading-edge의 75% 지점

과 100% 지점을 연결한 직선(green)이 이루는 사잇각을 측정하여 정량

화하였다. 표 4.3은 각 Peak timing에 대한 deformation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Peak timing이 낮은 경우 deformation 또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ading-edge의 탄성에너지는 복원력을 통해 다음 스

트로크에서 날개를 가속시키므로 구동 모터에서는 적은 파워를 소모하여 

날개를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탄성에너지로 축적된 에너지가 다음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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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가속에 도움을 주어 파워 소모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림 4.4 탄성 변형 측정 방법

Index 16 22 21
Peak timing 0.395 0.576 0.755
TPR 8.35 9.28 9.39
Deformation() 2.99 4.74 4.11

표 4.3 Peak timing에 대한 TPR 및 deformation

그러나 Peak timing이 높은 경우 관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스트로크 끝에서 날개의 각속도는 시맥의 회전 관성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로 인해 시맥이 leading-edge를 trailing-edge 방향으

로 잡아당겨 trailing-edge 방향 탄성에너지로 전환된다. 

Trailing-edge 방향으로 축적된 에너지는 다음 스트로크 동안 날개의 

leading-edge와 시맥 간 진동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 진동에너지로 

인하여 vortex shedding이 일어나게 되고 양력 발생량이 감소한다

[22]. 따라서 Peak timing이 높을수록 탄성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다음 

스트로크의 가속에 도움을 주지만, trailing-edge 방향 탄성에너지로 

인한 vortex shedding에 의해 양력 발생량이 감소하므로 Peak 

timing의 변화에 대한 TPR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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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ing 0.5 부근에서는 위의 스트로크 방향 탄성에너지 전환에 의한 

TPR 증가 효과를 받으면서도 trailing-edge 방향 탄성에너지 전환에 

의한 양력계수 감소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적어 높은 TPR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3 Transition timing 1 분석

그림 4.5는 reference model을 포함하는 design surface에서의 

Transition timing 1에 대한 TPR 그래프를 보여준다. Transition 

timing 1이 높은 경우 TPR이 높게 나타나며, 값이 1일 경우 최대 

TPR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5 최적화 모델 – Transition Tim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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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각 에 대한 추력 및 파워 그래프 Transition timing 1

(a)0.225 and (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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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iming 1이 0인 경우 스트로크가 시작하면서 높은 각

가속도를 갖는다. 이전 스트로크의 각운동에너지가 탄성에너지로 전환되

어 다음 스트로크에서 다시 각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시맥의 

이전 스트로크에 대한 관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 

가속하므로 파워 소모량이 많아진다.

반면 Transition timing 1이 1인 경우 최대 각가속도 지점이 

Peak timing에서 나타나므로 스트로크 시작 지점에서는 가장 낮은 각

가속도를 갖고, leading-edge의 탄성에너지를 통해 초기 가속이 이루

어진 뒤 최대 각가속도 지점까지 가속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파워로 동

작한다.

그림 4.6은 Transition timing 1이 낮은 경우(a)와 높은 경우(b)

의 추력 및 파워 데이터를 보여준다. 둘을 비교하였을 때 높은 경우(b)에

서의 최대 파워는 약 2.6인 데 반해 낮은 경우(a)의 파워 최대 소모량은 

3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파워 최대지점이 (a)와 (b)에서 각각 

0.15 cycle, 0.2 cycle에서 발생하는 것을 통해 높은 파워가 필요한 

지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Transition timing 2 분석

그림 4.7은 design surface에서 Transition timing 2에 대한 

TPR 그래프를 보여주며 다른 parameter는 reference model과 같

다. Transition timing 2이 높은 경우 TPR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값이 1에 가까운 경우 최대 TPR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Transition timing 2가 0인 경우 Peak timing 직후 음의 최대 

각가속도를 갖는데, 감속 구간에서는 날개의 관성력이 견인력으로 작용하

는 구간이지만 스트로크 도중 급감속을 하게 되므로 효율이 낮아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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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른 감속으로 인해 스트로크 끝에서의 각속도가 낮아 탄성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적으므로 보존되는 에너지가 적어진다.

반면 Transition timing 2가 1인 경우 스트로크 끝에서 음의 최대 

각가속도가 나타나는데 높은 각속도를 유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스트로크가 끝날 때의 각속도의 크기가 크다. 따라서 탄성에너지로의 전

환량이 많아지므로 다음 스트로크의 가속에 필요한 구동 모터의 파워 소

모가 적어진다. 그림 4.8은 Transition timing 2가 낮은 경우(a)와 높

은 경우(b)의 추력 및 파워 데이터를 보여준다. 우선 파워 소모를 보면 

Transition timing 2가 높은 경우(b)가 낮은 경우(a)보다 최대 파워 

소모량이 0.1정도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0 0.2 0.4 0.6 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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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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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최적화 모델 – Transition Tim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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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8 각 에 대한 추력 및 파워 그래프 Transition timing 2

(a)0.0 and (b)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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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워 소모량이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Transition 

timing 2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이 스트로크의 감속 구간이며 스트로

크의 감속 구간에서는 날개의 관성력이 견인력으로 작용하므로 파워 소모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parameter에 비해 비교적 작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그림 4.7에서 parameter의 변화에 의한 TPR 변화량이 

다른 parameter에 비해 작고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5 Sweep angle 분석

그림 4.9는 design surface에서 Sweep angle에 대한 TPR 그래

프를 보여주며 다른 parameter는 reference model과 같다. Sweep 

angle이 160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Sweep angle이 높아질수록 

TPR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Sweep angle이 높아질수록 TPR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Sweep angle이 약 160인 경우 가장 높은 TPR이 나타났다.

그림 4.10은 Sweep angle의 크기가 (a)작은 경우, (b)중간인 경

우, (c)큰 경우에 대해 스트로크가 끝날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Sweep 

angle이 작은 경우(a) 양 날개가 닿지 않으며 중간인 경우(b) 

leading-edge 끝이 거의 닿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큰 경우(c)에는 

양 날개가 서로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weep angle이 큰 경우(c) 양 날개가 충돌하며 교차하는데, 이때 

날개의 각운동에너지가 leading-edge의 탄성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림 4.11은 Sweep angle이 큰 

경우(c)의 deformation을 보여주는데, 탄성에너지 손실로 인해 스트로

크 시작 구간(00.1 cycle)의 deformation이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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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0.10.15 cycle 구간에서는 에너지를 잃은 상태로 가속하

여 날개의 정지 관성에 의해 deformation이 4까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Sweep angle이 큰 경우(c)의 추력 및 파워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

림 4.1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0.10.15 cycle 구간의 파워 

소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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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최적화 모델 – Sweep Angle

그림 4.10 각 Sweep angle에 대한 스트로크 끝에서의 모습

(a)140 , (b)161 , and (c)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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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177의 Sweep angle을 갖는 모델의 날개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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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177의 Sweep angle을 갖는 모델의 추력 및 파워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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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각 Sweep angle에 대한 날개 충돌 순간

(a)140  and (b)161

그림 4.13은 Sweep angle이 작은 경우(a)와 중간인 경우(b) 스트

로크 끝에서 양 날개가 서로 최대로 부딪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 중

간인 경우(b)는 양 날개의 멤브레인과 시맥이 맞닿는 반면 작은 경우(a)

에는 멤브레인과 시맥이 거의 맞닿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경우(a) 

시맥의 관성에 의해 다음 스트로크의 반대 방향으로 날개를 잡아당겨 스

트로크를 방해하지만, 맞닿는 경우(b) 시맥 간 충돌로 인해 스트로크를 

방해하는 방향의 관성이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Sweep angle이 큰 경우 양 날개가 서로 교차하며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여 TPR이 낮아지며, 작은 경우에는 시맥의 관성에 의한 

다음 스트로크 방해로 인해 TPR이 낮아진다. 그리고 Sweep angle이 

약 160일 때 날개의 교차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스트로크 끝에서 시맥의 

회전 관성운동이 양 시맥 간 충돌로 인해 상쇄되어 가장 높은 TPR이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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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소형 날갯짓 비행체의 효율적인 비행을 위한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실험적으로 수행하였다. 다양한 날갯짓 속도 분포 구

현을 위해 비원형 기어를 이용하였으며, 실증 기체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

하여 날갯짓에 의한 passive 움직임을 내포하였다.

날갯짓 속도 분포 최적화를 통해 reference 모델에서 11.3% 증가

한 9.87의 TPR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Peak timing과 Sweep 

angle은 reference 모델과 비슷한 값을 보인 반면, Transition 

timing 1과 Transition timing 2의 경우 reference 모델과 다른 값

을 나타냈다. 그러나 각 parameter를 분석한 결과, 모든 parameter는 

날갯짓 스트로크가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운동에너지의 탄성에너지

로의 전환을 높이기 위해 스트로크 끝까지 높은 각속도를 갖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것과 다음 스트로크가 시작되면서 탄성에너지에서 각운동에너지

로 전환될 때 가속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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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lapping velocity profile optimization

of flapping wing micro air vehicle

Sungyu Cho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 velocity profile for flapping flight is optimized to 

increase the power efficiency of flapping wing micro air 

vehicle. The experimental optimization of flapping velocity 

profile is carried out with a real sized flapper, and various 

velocity profiles are realized by non-circular gear. Kriging 

with noise is adopted as a meta model of the profile 

optimization to reflect the data noise by uncertainty. The 

optimiz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flapping efficienc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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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ally improved through the elastic deformation that 

carries the angular kinetic energy from previous stroke.

Keywords : Optimization, Non-circular Gear, Flapping 

Velocity Profile, Flapping Wing Micro Ai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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