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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하드디스크의 엑츄에이터, 고속 소형 스핀들, 정밀 

소형 모터,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 등과 같은 비 평형 
형상의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되어지고 있다. 이런 부
품들은 무게 중심과 회전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

면 부품이 회전할 때 소음발생 및 진동에 의한 피로로 인
하여 파손이 발생한다. 게다가 부품의 수명 연장 및 소비 
전력 감소를 위해서도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 다양한 위치의 기계 부품에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밸런싱 측정은 Van de Vegte(1963, 1964)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어졌으며, 밸런싱 방법은 오프라인 방법을 자동화에 
맞게 확장한 것이다. 오프라인 밸런싱 장치는 1932 년 
Thearle 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 후 개선되어 영향 계
수법을 이용한 저속의 강체 회전체 밸런싱에 적용되었다. 
이후 고속 회전에 적용이 많아지면서 탄성 효과의 고려가 
중요해짐에 따라 탄성 회전체의 밸런싱에 관한 연구도 
Biship 에 의해 시작되었다.  

현재 동적 밸런싱과 정적 밸런싱 측정에 대하여 계속 
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주로 동적 밸런싱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적 밸런싱만을 고
려 하였을 때 로터 블레이드와 같이 한 쌍 혹은 그 이상으

로 결합되어 구동되는 경우 동적 밸런싱 전에 정적 밸런싱

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로터 블레이는 경량화하면서 강도 및 탄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제작 되어지고 있으며, 
수작업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제작자의 역량에 따라 블
레이드의 품질 및 헬리콥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블레이드의 무게중심이 이상적인 무게중심과 일치 하지 않
을 때 헬리콥터의 활공 능력과 탑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

므로 정적 밸런싱의 필요성에 대하여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 평형 형상 중 하나인 로터 블레이드

의 정적 밸런싱 측정에 관한 것으로 정적 밸런싱을 측정하

기 위한 방법은 다점 측정 방법(MWM)을 사용하였다. 다점 
측정 방법은 3 개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측정

하고 모멘트 평형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무게 
및 무게중심 측정에 대한 정밀도가 높은 방법이다. 다점 
측정 방법과 측정 시스템에 대한 가공 오차 및 측정 오차

에 대한 값을 Lab-view 를 이용하여 측정 관계식 및 오차 
보정에 대하여 구동하였으며, 측정 결과 적층 된 블레이드

의 정밀한 무게와 무게 중심을 측정하였다. 
 

2. Lab-view 를 이용한 정적 밸런싱 프로그램 
 

로드셀을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Lab-view 를 이용하여 
다점 측정방식과 식(1)과 식(2)를 사용하여 구한 원의 방정

식을 사용하였다.  
 
(x-ex)

2 + (y-ex)
2 = rCG

2   (1)  
[D][q] = {E}    (2)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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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 

 
출력되는 신호는 Lab-view 를 통하여 적층된 블레이드의 

무게 및 무게 중심 위치를 측정하였다. Lab-view 를 통해 구
성된 도식은 측정 장치의 0 점 조절 후 회전 각도에 따라 
측정 센서로부터 획득한 신호를 통하여 전압 측정, 무게 
계산, 각도 별 무게 중심계산, 원 사상(circle fitting), 좌표 
보정 등을 통하여 적층 블레이드의 무게와 무게 중심 좌표 
측정값이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측정값을 이용하여 오
차 값 수정 및 계산 방법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으

며, Lab-view 를 이용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방법은 fig. 1, 
2 에 나타내었다.  

3 개의 로드셀에서 각각의 무게 측정 값을 획득하여 평

균 무게와 위상 별 무게 등을 구하며 무게 계산에 대한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고, 무게 측정 값은 측정 시 마다 원을 

이루게 되며, 원에 대한 계산 프로그램과 중심에서 원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 구성하였다 
 

 

Fig. 1 Composition of program to using the La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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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Lab-view diagram of measurement for static balancing 

 
3. 오차보정방법 

 
무게 중심을 측정할 때 0 점 조절을 한 후, 로터 블레이

드 즉, 피검체의 무게중심을 측정한다. 그러나 장비의 가공 
오차 및 측정 오차가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차를 보
정해야 한다. 이러한 오차를 Lab-view 를 통해 오차 보상 
기법을 사용하여 보정하게 하였다. 

 

 

 

Fig. 3 Circle of equation for center coordinates. 
 

 

Fig. 4 Equation of position calculation to rotor blades weight. 
 

Fig. 3 과 같이 중심 좌표 값에 대하여 오차보정 후 나오

는 원은 Fig. 3 의 아래에 나타내었으며, 이 원의 중심좌표

와 측정값인 원점과의 거리가 로터블레이드의 실제 무게 
중심이 위치하는 자리이다. 원의 중심좌표와 원점과의 거
리를 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Fig. 4 에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비평형 형상중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의 

정적 밸런싱 시스템을 다점측정방식과 Lab-view 를 사용하

여 무게 중심을 측정하는 시스템에 대해 연구하였다.  
(1) 비평형 물체의 무게 중심 측정 방법에 관한 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무게 중심 측정 프로그램 개발로 인하여 측정 자동

화와 디지털화를 통한 정밀 보정작업에 활용이 가
능하게 되었다. 

개발된 측정장치와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되는 
로터 블레이드의 무게 중심을 측정하여 정밀한 무게 중심

을 가지는 로터 블레이드를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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